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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감상

김광섭(金珖燮, 1905년 9월 22일 ~ 1977년 5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시인, 번역문학가, 

문학평론가이다. 호는 이산(怡山)이다.

1905년 함경북도 경성 출생.. 1941년에는 학생들에게 민족 사상을 고취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3년 8개월동안 수감하였다. 대표작인 〈성북동 비둘기〉를 발표했다. 

이 시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도 실렸다.

나의 사랑하는 나라
김광섭·시인, 1905-1977

지상에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 나라이러라

세계에 무수한 나라가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

반만년의 역사가 혹은 바다가 되고 혹은 시내가 되어

모진 바위에 부딪혀 지하로 숨어들지라도

이는 나의 가슴에서 피가 되고 맥이 되는 생명일지니

나는 어디로 가나 이 끊임없는 생명에서 영광을 찾아

남북으로 양단되고 사상으로 분열된 나라일망정

나는 종처럼 이 무거운 나라를 끌고 신성한 곳으로 가리니

오래 닫혀진 침묵의 문이 열리는 날

고민을 상징하는 한 떨기 꽃은 찬연히 피리라

이는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나라의 꿈이어니

Korus Club

펴낸곳

코러스 클럽

08

14

18

22

30

50

목 차 Contents 

3700 Wilshire Blvd, Suite 550, 
Los Angeles, CA 90010
TEL : 818. 517. 2686 
E-mail : korussilver@gmail.com
www.kaarp.org

대표 : Jay Lim
편집장 : 조수용
마케팅본부장 : 임종엽
Chief Editor :  Christine Lee
시니어기자 : 서용덕(AK), 유석희 (CA), 명노평(CA), 김기수(GA), 
양방자(TX), 차대덕(TX), 김치욱(VA) 이진(VA), 김준배(WA)

FEATURE

06  발행인 컬럼 - 임종훈

18  커버스토리 - 고윤환 문경시장

TRAVEL

22  고향 기행 - 경상북도 문경

30  기이하고 신비한 캐나다 록키산맥 여행기

SPECIAL

08  나라를 지킨 영웅 충무공 이순신

14  베트남 불멸의 독립투사, 호치민

30  전쟁이 낳은 비극의 땅 DMZ

LIVING

50  코러스 독서클럽

56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장발 / 미니스커트 단속

58  라구나 우즈 예찬

KORUS NEWS

06  명시 감상 - 김광섭

39  차대덕 화백 - 산을 지키는 소나무

60  실버무대 - 세상사는 이야기 



6   Korus Silver Club Korus Silver Club   7

발행인 컬럼

올해로 73주년의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그날은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36

년을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되찾은 기쁜날이었습니다. 심훈 시인이 목놓

아 노래부른 것처럼 “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

강(漢江)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와서 육조(六曹) 앞 넓은 길을 울

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한 그날”을 우리 

민족은 벅차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의 권력 암투와  좌우익 분열, 그리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

에 이어 초유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남북으로 갈린 조국은 73년

이 지난 오늘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좀더 현명하고 깨어있어서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하였더

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쉬움과 회한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

다. 그런다고 지난 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우리의 문제가 지금

도 여전히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분단의 역사는 그당시의 정치, 군사적 상황속에서 어쩔 수 없

었던 면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리다고 

생각하며 배척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지 않았는지 반문해 봅니다. 같은 동

네 사람들끼리 서로 좌익, 우익 편을 나누어 원수처럼 싸웠다는 이야기들

을 너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지역감정으로 서로 반목하고 혈연, 지연을 

앞세우는 우리의 문화가 우리 모두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을 베

풀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

기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이제 오랜 반목과 갈등의 시대를 

청산하고 완전한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미주동포들도 열린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광복절 단상

발행인  임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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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킨 영웅   충무공 이순신

SPECIAL

1592년 4월13일, 부산포에 첫 발을 디딘 왜군은 이틀 만에 동래성

을 함락시키고, 세 길로 나누어 서울을 향해 북상한다. 중로(中路)는 

동래→대구→상주→충주→여주로, 동로(東路)는 동래→언양→경

주→충주→용인으로, 서로(西路)는 김해→성주→추풍령→영동→

청주를 거쳐 서울로 진격했다. 불과 20일 만에 서울도 함락되고, 6

월에는 평양과 함경도까지 진출했다. 한마디로 파죽지세. 조선의 운

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였다. 요즘 말로 ‘훅 하면 사라질’ 위기였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천천히 걸어가도 20여일 걸린다. 조선의 군대

는 왜군의 기세에 눌려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혼비백산 사라진 기막

힌 상황이었다. 조선의 운명이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서가 아

니라 310여 년 전에 이미 일본에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대 치욕적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왜군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식량과 군수

물자 등  더 이상의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선의 육군이 지리멸렬하면서 연전연패하는 반면, 수군은 연전연승

하면서 왜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 왜군의 진격에 심각한 타격을 입

혔다. 수군의 중심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그는 풍전등화의 조선

을 살린 구세주였다.

 

이순신과 한산대첩, 임진왜란의 대세를 조선으로 바꾼 최대의 인물

이고 최대 전환기적 사건이다. 한산대첩은 행주대첩, 진주성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첩’으로 꼽히며,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인 명

량대첩과 노량진대첩 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는다. 뿐만 아니라 

한산대첩은 기원 전 480년 그리스의 테미스토클레스의 살라미스

(Salamis)해전, 1588년 영국 하워드의 칼레(Calais)해전, 1805년 

영국 넬슨의 트라팔가(Trapalgar)해전 등과 더불어 세계 4대 해전

에 꼽힐 정도로 해전사에 길이 남을 전쟁으로 기록돼 있다. 일부에

서는 세계 3대 해전뿐이고, 4대 해전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는 주장

도 있으나, 이순신과 거북선은 미국 워싱턴의 전쟁기념관, 영국 해

사박물관, 중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각지의 역사기념관에 

전시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 만큼은 분명하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두 번에 걸친 왜군과의 7년 

전쟁 중에 총 23번을 싸워 23번을 이겼다. 즉 23전23승이다. 해전

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영국의 외교사가인 머독(James Mur-

doch,  1856~1921)은 한산대첩을 가리켜 “이 해전은 한국의 살라

미스 해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 침략군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

이다”라고 평가했다.

통영에서는 한산대첩 370주년이 되던 196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의 순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한산대첩축제를 개최했다. 

1961년 온양에서 온양문화제란 이름으로 이순신 장군관련 축제를 

열었으나 이순신 장군 이름을 걸고 축제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53회째를 맞은 올해도 8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병선(문화)마

당 및 통제영, 이순신공원 등 통영시 일원에서 한산대첩을 재현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나라를 구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주저없이 꼽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던 임진왜란은 지도자들이 

당파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에 일어난 국난이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역경속에서도 굳건히 나라를 지킨 

뛰어난 지략가이자 우리 민족의 영원한 수호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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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중일기(亂中日記)’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전쟁 중에 기록한 유래

를 찾기 힘든 전쟁기록물이다. 7년간 7권의 일기와 부록으로 서간

첩 1책, 임진장초 1책 등 총 9책으로 구성됐다. 역사적 사실과 학술

연구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 12월20일 국보 제76

호로 지정된 사료다. 공식 지정명칭은 이충무공난중일기부서간첩

임진장초(李忠武公亂中日記附書簡帖任辰狀草).

 

난중일기는 이순신의 유비무환의 진중생활, 인간 이순신의 적나라

한 모습과 생각, 부하를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 부하에 대한 

사심 없는 상벌의 원칙, 국정에 대한 솔직한 간언, 군사행동에 있어

서의 비밀 엄수, 전투상황의 정확한 기록, 가족, 친지, 부하장졸 간의 

관계, 정치, 군사에 관한 서신교환 등이 수록돼 있다.

 

 ‘맑다. 아침에 떠나 바로 당포(지금의 통영 삼덕리) 앞 선착장에 이

르니 적선 20여척이 줄을 서서 정박해 있었다. 우리 배가 둘러싸고

는 서로 싸움을 벌였다. 적의 큰 배 한 척은 크기가 우리나라 판옥선

만 했다. 배 위에는 누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두 길이나 됨직했다. 

그 누각 위에는 왜장이 우뚝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았다. 편전과 크

고 작은 승자총통(勝字銃筒)을 비가 퍼붓듯 마구 쏘아 대었더니 왜

장이 화살에 맞아 굴러 떨어졌다. 순간 모든 왜적이 놀라서 한꺼번

에 흩어졌다. 여러 장병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화살을 쏘아대니 거꾸

러지는 자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많았다. 남김없이 모조리 무찔렀

다. 조금 뒤에 큰 왜선 20여척이 부산으로부터 바다로 줄지어 들어

오다가 우리 군사들을 바라보고는 도망쳐서 개도(지금의 통영 추도

리)로 물러갔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6월2일의 기록이다. 임진왜란 발발 한 

달도 안 된 5월2일의 난중일기에 당시 육군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

게 해준다. 

‘삼도 순변사 이일과 우수사 원균의 공문이 왔다. 송한련이 남해에

서 돌아왔는데, 말하기를 “남해 현감 기효근, 미조항 첨사 김승룡, 

상주포, 곡포, 평산포 만호 김축 등이 왜적에 대한 소문을 듣더니 갑

자기 도망쳐 버리고 무기 등 온갖 물자도 흩어져 버려서 남은 것이 

없다”고 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정오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

가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함께 적을 칠 약속을 했는데, 모두 기꺼

이 나가 싸울 뜻을 밝혔다. 그러나 낙안 군수 신호만은 피하려는 뜻

을 가진 듯하니 안타까웠다. 엄연히 군법이 있는데 피하려 한들 될 

일인가? (후략)’

 

지리멸렬하는 육군과 연전연승하는 수군의 대비되는 모습이 적나라

하게 묘사돼 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한 달도 안 

된 5월4~10일까지 첫 출전해서 옥포, 합포, 적진포의 3번의 전투

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 5월29~6월2일까지 2차 출전에서도 사

천, 당포, 당황포, 율포 등 4번의 전투에서 왜적의 선박을 모두 격침

시키는 전과를 거둔다. 2차 출전 사천 전투에서 거북선을 처음 출

전시켰다. 

이순신이 두 차례에 걸쳐 남해에서 왜의 수군들을 섬멸하고 있을 때, 

육지에서는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피난하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나 적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왜적들은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수군이 연전연패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의 심복인 와

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 구키 요시타가(九鬼嘉降), 가토 요시아

키(加藤嘉明)에게 단시일 내에 합동하여 조선 수군을 격파하라는 

엄명을 내린다. 세 장수는 서울에서 급히 남하하여 부산에서 전선

을 정비하여 해전에 대비했다. 육지에서의 승리에 들뜬 왜장들은 조

선 수군을 우습게 보고 73척을 앞세워 몰아 부쳤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먼 바다로 유인한 뒤 그 유명한 학익진(

鶴翼陣)을 펼치며 적을 포위하고 포와 화살을 퍼부었다. 적은 59척

이 침몰하고 9,000여명이 사살되는 등 14척 400여명만이 겨우 도

주하는 대참패를 당한다. 역시 이순신 장군의 대승리였다. 이 전투

가 해전사에 길이 남을 바로 그 ‘한산대첩’이다. 한산도 앞바다는 아

군에겐 승리의 바다였고, 왜군에게 통한의 바다, 피의 바다이자 공

동묘지였던 것이다. 

 

이후 왜군은 부산포 등 안전한 포구에 주둔하게 하고 조선 수군과는 

가급적 해전을 피하도록 명했다. 이순신은 모두 3차례에 걸친 출전

과 10여회의 해전으로 적을 섬멸시키는 동시에 가덕도 서쪽의 제해

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후 전쟁 기간 중에 모함을 받아 사형될 위기의 아찔한 순간도 있

었으나 다행히 백의종군으로 그쳤다. 우여곡절을 겪은 뒤 다시 삼도

수군통제사에 임명된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에 출전하기에 앞서 

선조에게 그 유명한 ‘상유십이 미신불사(尙有十二 微臣不死)’를 남

겼다. “지금 신(臣)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나이다. 신이 죽

지 않는 한 적들이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12척의 배로 왜적 

31척을 격파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 출전 전날엔 병사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

사(必死卽生 必生卽死)’를 전달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어 몇 달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왜군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출전했으나 왜의 총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했다. “나의 죽음을 병사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그리고 7년간에 걸친 왜와의 전쟁도 끝이 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

란은 이순신에 의한, 이순신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

순신의 역할은 컸다.

이순신 장군의 이 같은 해전에 대해 영국 해군준장 발라드(G. A. 

Ballard)는 “영국인에게 넬슨과 견줄 수 있는 해군제독이 있다는 사

실을 시인하기 힘들지만 이순신은 동양의 위대한 해군사령관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은 “영국의 넬

슨은 군신(軍神)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해군 역사상 군신이

라고 할 제독은 오직 이순신 장군뿐이다. 이순신 장군과 비교한다면 

나는 일개 하사관도 못 된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또 “당대의 어떤 

과학자가 거북선이라는 우수한 과학 병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군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놓고 

볼 때 동서고금을 통해 이순신 장군에 비견될 인물이 그 누가 있겠

는가? 죄인복을 입으면서까지 죽음으로써 조국에 최후까지 봉사하

지 않았던가? 나를 이순신 장군에 비교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

한 엄염한 모독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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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한국문화회관
창립 46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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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지배하던 70년대의 세계는 자본주의 진영

과 공산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시대 였다. 당시의 한국 사

회는 동족상잔의 비극 6.25내전을 거쳐 좌우익이 치열하게 싸워온 아

픈 역사위에 반공을 국시(國是) 라 할만큼 강력한 군사정권이 지배하

고 있었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군대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베트콩이라 불

리는 악당들을 통쾌하게 응징하면서 그 땅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다

리도 건설하고 학교도 지어주는 등 평화의 사도가 되었던 데 큰 자부

심을 가졌다. 그리고 체구도 작고 깡마른 ‘베트콩’들이 자랑스러운 우

리 국군아저씨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만화를 보면서 자라났다. 

그런 세대들이 리영희 교수의 저서 “우상과 이성”을 읽고 베트남이란 

나라에 대해 알게되면서 받은 충격은 어쩌면 세상이 뒤집히는 것 만큼

이나 큰 것이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 그때의 이념논쟁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다만 모든 당사자들이 구시대적인 이념보다는 경제발전이

라는 한가지 관심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SPECIAL

월남전 당시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미국의 패전은 

베트남을 재조명해 보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왜소

한 체격의 노인이 있었다. 우리에겐 악당 두목 정도의 이미지로 기억

되었지만, 그는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지도자 호치

민(Ho Chi Minh, 1890~1969)이다. 그가 공산주의자였고 월남전 수

뇌였다는 사실은 오늘날 조금도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프랑스와 일본, 

미국이라는 열강들과 당당히 맞서 자력으로 해방과 통일을 이룩한 대

단한 나라 베트남을 이끈 불멸의 독립투사 겸 국가지도자 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제국주의를 물리친 베트남 영웅, 호치민

그는 죽어서도 아시아 피압박 민중들에게는 희망을, 총칼로 식민지 영

토를 확장해 온 세계열강들에게는 충격과 좌절을 안겨준 불멸의 전사

였다. 색 바랜 노동복에 왜소한 체구. 마른 발엔 언제나 낡은 타이어를 

잘라 만든 샌들을 신었던 그의 남루한 초상 앞에서 베트남 인민들은 지

금도 존경하고 추앙한다. 

호치민은 프랑스 식민지로 피폐한 약소국 베트남의 60년 투쟁을 이끌

었고, 30여 년 동안 베트남 민족해방운동의 최고 사령관이었다. 그는 

베트남 현대사는 물론 세계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의 반식민

지운동을 이끈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천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베트남 민족은 역대 중국왕조의 동화

정책에 저항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100년의 프랑스 식민지정책에 

대한 해방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오던 중, 2차 세계대전 중 인도차이나

에서 프랑스군에 승리한 새로운 식민지배자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항

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일본이 패망한 1945년 9월 호치민을 수반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1946년, 프랑스가 하노이·하이퐁 같은 대

도시에 전면 폭격을 감행하면서 다시 침략해 왔다.

프랑스와의 결전을 앞두고 호치민은 잘라 말했다. “당신들 1명이 죽을 

때마다 베트남인 10명이 희생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들은 패배할 

것이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무려 7년 반 동안 계속되어, 1954년 

세계 전사에도 기록된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전투를 승리로 이

끌었고 프랑스를 완전히 굴복시켰다.

항불전쟁 이후 호치민은 베트남의 확고부동한 지도자가 되어 베트남

을 독립국가로 재건할 채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전략 요충지로 삼았던 미국은 베트남에 공

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1955년 10월, 미국은 프랑스를 맹종하던 황제 바오 다이를 몰아내고, 

고 딘 디엠을 남베트남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남베트남 정

권은 계속되는 쿠데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혼수상태였다.

북베트남도 호치민의 영도 아래 꾸준히 전재(戰災) 복구와 경제재건

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베트남을 향해 정치·경제·군사 분야 협상을 여

러 차례 제의 했으나 그때마다 고 딘 디엠 정권은 거부했다. 친미정권

이 반공정책을 강화하자 남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1960년 12월 베트

남 민족해방전선(베트콩)을 결성하고, 북베트남과 줄기차게 연계투쟁

을 전개했다.

베트남 불멸의 독립투사, 호치민 (베트남어: Ho Chí Minh/ 胡志明 호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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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생가

호화로운 주석궁

1964년 8월, 미국은 베트남을 침공했다. 남베트남의 위기는 북베트남

의 공작이며, 남베트남의 민주주의와 자결권을 수호한다는 것이 미국

이 내세운 명분이었다. 통킹만 사건을 도화선으로 미국이 본격 개입함

으로써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군은 1965년 2월부터 전면 공습을 시작했고, 대규모 지상군을 베트

남에 투입했다. 미군 폭격기들이 베트남 전역을 쉬지 않고 폭격했고 국

토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이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쏟아 부은 폭탄

의 양은 무려 900만 톤. 2차 대전 당시 태평양전쟁에서 사용한 전체 폭

탄의 양보다 많은 엄청난 물량공세였다.  

  

그러나 호치민이 이끈 베트남 군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미국의 

살육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20

년, 혹은 100년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

라도 끝내 이길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1968년부터 미국은 휘청거리

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3년, 전쟁은 마침내 베트남의 승리로 끝났다.

1975년, 생전에 호치민이 이끌던 군대는 사이공을 점령하고 괴뢰정부 

남베트남을 무력화시켰다.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4월 30일은 베트

남 민중들에게 30년을 끌어왔던 전쟁에 종지부를 찍은 날이며 분단됐

던 조국이 마침내 하나로 통일을 이룬 역사적인 날이다. 베트남 민중

이 프랑스, 일본, 미국 군대와 싸워 해방과 통일을 이루는 데는 100년

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호치민은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셋이나 되

는 제국주의 나라와 싸워 이긴 유일한 나라를 이끈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성조기를 앞세우고 싸운 전쟁에서 져 본 일이 없다는 미국 군대를 무

찌른 베트남에 세계는 경악과 동시에 열광했다. 이 전쟁은 유럽의 68

혁명에, 미국과 일본의 반전운동에, 남미의 변혁운동에 막대한 영향

을 미쳤다.

다정하고 소박한 이웃집 아저씨

하노이 바딘광장 옆에 있는 노란색 바탕의 주석궁은 호화스럽게 보이

는 프랑스풍의 건축양식이다. 1906년부터 주둔한 프랑스 식민지시대 

인도차이나 총독관저로 알려지고 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 호치민이 194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해 3개

월을 기거하기도 했던 곳이다. 그는 호화로운 주석궁을 버리고 허름한 

사저에서 죽을 떄까지 청렴하게 살았다. 현재 주석궁은 국빈 영접이나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회담 장소로만 사용하고 있다.

    

아직 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9월 2일 오전 9시 47분, 베트남 인민의 

영웅 호치민은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다. 자신이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

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던 바로 그날, 정확히 24년 뒤 

그의 심장이 멎었다. 4년뒤 조국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것을 예측한

듯이 그는 소박한 유언들을 남겼다. 

죽으면 시신을 태워 베트남 남부, 중부, 북부에 뿌릴 것, 전쟁에서 홀

로된 여자와 고아들에게 선정을 베풀 것, 정치범들에게 베트남에서 살 

수 있게 선심을 베풀 것 등이었다. 아이러니하게 호치민 유언은 하나

도 지켜지지 않았다. 

시신을 태워 뿌리라는 유언도 75년 9월 2일 호치민의 기일에 영묘로 

모셔 시신을 안치했고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와 고아에게 선정 베

풀라는 유언도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75년 4

월 30일 베트남 통일 이후 남부 베트남 정치범들이나 부르주아 계급 등

을 인간개조 합숙소로 보내 격리 차별해 화전을 일구어 살게 했다. 이렇

게 정치범에게도 선심을 베풀라는 유언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죽어가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자신이 어려울 때 많은 도움

을 준 소수민족을 배려하라는 유언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지켜졌다. 

적을 용서하고 소수민족을 배려하는 관용과 통합의 리더십은 오늘날 

베트남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됐음은 물론이다.

프랑스와 세계 최강 미국을 연이어 격퇴시킨 혁명가이자 불멸의 전사 

호치민. 베트남 군대의 수장이자 국가의 최고 통치자였던 그가 남겼던 

유품은 지팡이 하나와 옷 두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비롯한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절망 속에서도 호치민의 지도력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격

에 대한 인민들의 무한한 신뢰 때문이었다. 평생을 스스로 낮추고 검소

한 삶을 살았던 그였기에 다른 혁명지도자들과는 달리 ‘권력의 부패’에

서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의 지도력은 베트남 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그토록 강인

한 지도자임에도 그는 언제나 따뜻했고 소박했다. 평생을 외세에 저항

한 혁명가이면서도 39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도 베트남 인민들로

부터 이웃집 ‘호 아저씨(Bac Ho)’로 기억고 있다.

낡은 외투에 달아 빠진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기꺼이 ‘인민의 벗’이 되

었던 호치민. 그의 품에 안긴 어느 소녀가 그의 수염을 장난감처럼 만

지작거리는 데도 그저 웃고만 있었던 할아버지.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처럼 쭈그리고 앉아 아이에게 손수 음식을 떠 먹여주던 노혁명가. 노구

를 이끌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병사들과 함께 모래주머니를 나르던 성

실한 지도자. 호치민은 통일을 이룩해야 할 우리 조국이 본 받아야 할 

지도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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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

COVER STORY

고윤환 문경시장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도심 

디자인 개선 등 다양한 행정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일관된 시정

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임을 자처해 왔다. 

희망 문경 건설을 위한 공약으로 100만㎡ 규모의 신규 일반산업단

지 및 중부내륙고속철도를 활용한 문경 발전과 도심재생 뉴딜사업 

추진, 흥덕지구에 200여 세대 규모 LH행복주택 건립, 새재미로공

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고 시장은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전국 최고의 모범중소도시 문경

의 완성이 그의 꿈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으며, 이번 민선 7기 취

임사를 통해 ‘먼저 공직사회부터 변화하겠다’는 포부를 강하게 밝혔

다. 지난 7월 9일에는 145개의 혁신과제를 발굴,「문경시 혁신전략

회의」를 개최, 시민을 향한 공직 내•외부의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고 시장은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며 “민선 7기 

문경시정이 문경시민들의 삶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문경에 산다

는 사실이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책이란 가난하고 외로웠던 성장기에 가장 마음 편한 친구였고, 

존경하는 스승이었고, 늘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부모님과 다름

없는 것이라 말한다. 이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 준 원동력이라 믿고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책 읽기의 중요성

과 독서하는 습관을 늘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동서양의 고서를 통해 

시대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진리를 깨우치기도 하고, 질풍

노도의 시기, 혼돈의 시기로 일컫는 청소년기에 자신의 정체성과 자

기 인생의 가치에 대한 해답과 인생의 스승도 책을 통해 얻을 수가 

있다고 말한다. 

문경시장에 당선되기 전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정

신적 스승이었던 퇴계 이황의 ‘퇴계집’을 읽으면서 기본과 원칙을 지

키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시켰다. 비록 다른 시대를 사신 분이

지만 운명처럼 퇴계 선생을 ‘큰 스승’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퇴계 선생은 ‘벼슬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자리이므

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다. 늘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모든 공직자의 롤 모델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지금도 이따금 시정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450년 전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고윤환 민선 7기 문경시장은 개청 이래 최초의 3선 시장으로서 자신

감을 가지고 문경의 대담한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모바일 온-나라 결재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

리 △공간혁신을 통한 생산성 높은 일터 조성 △페이퍼리스(paper-

less)화 추진 △불필요한 일 제거하기 등을 통한 대내적 업무혁신

을 꾀하고, 임대농기계 배달사업을 통한 부담 경감, 인허가 전담조

직 신설을 통한 빠른 인허가 제공, 맹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등 시

민을 위한 대외적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경제, 문화, 관광, 농업, 안전 등 시정 각 분야별 발전 전략

을 섬세하게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선다. 예산

은 곧 지역 발전의 마중물인 만큼 그 간의 행정경험과 중앙인맥을 최

대한 활용, 문경시 예산 9천억 시대를 활짝 열어간다는 복안이다. 

2021년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고속화철도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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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선 컬럼 ]

폴 선/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 우리 부부는 파트C HMO플랜에 가입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

고 있습니다. LA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LA에 소재한 주치의로 바

꿀 수 있나요? 

▶답 : HMO플랜에 가입된 주치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LA에 소재

한 내과,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HMO에 가입되어 있

으므로 원하시는 주치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HMO 가

입자들이 주치의를 바꿀 수 없거나 1년에 한번 바꿀 수 있는 것으

로 잘못 알고있습니다. 

HMO에 가입한 분들이 주치의 진료 시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

으면 매월(1년에 최대 12번) 주치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캘리포

니아에는 여러 건강 보험회사가 수십 개 이상의 메디칼 그룹에서 

HMO플랜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HMO에 가입한 한인 시니어 분들은 의사소통, 언어장벽 등으로 

한인 의사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메디칼 그룹에서 내과나 가정의학

과 등의 주치의 선생님으로 정하여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MO플랜 가입시, 본인의 건강상태, 거주지역, 복용약 등과 어떤 

파트C HMO플랜 가입자가 주치의를 바꾸려면? 

혜택을 제공하는지, 가입후에 애프터 서비스, 사용중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 등을 시니어 메디케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회사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HMO플랜의 특성은 메디칼 그룹 내에서 주치의를 통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과 외에 심장 내과, 외과, 안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의와는 진

료나 치료가 필요시 주치의를 통하여 진료를 받게 됩니다. 

HMO에 가입한 많은 분들이 의료비용을 절약하고 별도의 혜택(치

과보험, 한방침술, 헬스클럽 멤버십 등)을 받고 있지만 이해 부족 등

으로 더 많은 혜택을 못받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

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치의와의 오랜 관계로 인하여 불편을 

감수하며 주치의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 등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치의와 메디칼 그룹을 잘 선택 한다면 보다 편리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수호천사보험  213) 503-6897

현재추진 중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완성되면, 동서남북을 가로

지르는 열십자형 철도망이 구축된다. 고 시장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구상에 힘쓰

고 있다. 

먼저 건설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고 신규일반산업

단지 조성, 중앙공공기관•대형국책사업•대기업 유치, 문경역 역

세권 개발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교통중심도시를 만들어가겠다

는 계획이다.

농민이 잘사는 미래농업도시 조성을 위해 사과•오미자•축산업 지

원 확대,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 농•특산물 판로 확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365일 종일 돌봄 서

비스,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보훈회관 건립 등 행복 가득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문경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누구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획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기획하고 있으며, 유치원•초•중•고 무상급식 확대, 

교육경비 지원 확대, 글로벌인재 양성 영어교육 실시 등 미래를 준

비하는 명품교육도시도 함께 꿈꾸고 있다.

고요아리랑민속마을, 단산모노레일, 에코랄라 등 체류형 관광인프

라 구축,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자원 개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

립등 전국 최고 관광•스포츠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글쓴이 : 조수용 편집장

사진 및 자료제공 : 문경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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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백두대간의 조령산 마루를 넘는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관광지 1위’, ‘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문경새재를 비롯해 문경8경 등 천혜의 자연

환경과 관광자원, 이색적인 체험관광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정관광 도

시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100선 

중 1위를 차지한 문경새재. 그 옛날, 새들도 날다가 쉬어간다는 조령 

마루 높고 험준한 새재는 가장 아름다운 옛길로 남아 있으며 유서 깊은 

유적과 설화•민요 등의 이야기들이 골골이 서리어있는 역사•문화와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청정 명소이다. 전구간이 6.3㎞ 황토흙길로 남

아있어 모처럼 고국을 찾아 한가하게 고향의 정취를 흠뻑 느껴보고 싶

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의 트래킹 코스이다.

문경시는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신도청시대 개막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확정으로 사통팔달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 쉬운 곳이다. 

아울러 개울을 벗 삼아 이어지는 정갈한 흙길을 타박타박 걷다보면 수

백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다. 금방이라도 한양에 과거 길을 

나선 옛 선비들하며, 물자를 바리바리 이고 진 옛 선현들의 옷깃을 스

쳐간다.

 

일제 강점기인 1938년 ‘은성무연탄광’으로 개발되기 시작해 1994년 

폐광에 이르기까지 문경은 국내 2위의 석탄 생산지였다. 석유와 가스

의 보급으로 인해 석탄의 수요가 줄어들어 폐쇄된 은성광업소 자리에 

건립된 ‘문경석탄박물관’은 1999년 개관과 함께 석탄의 역사적 의의를 

보존하고 후세에 남기기 위한 교육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은 연탄 모양을 한 박물관 본관 건물과 갱도체험과, 갱도전시장, 

사택촌, 야외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관 건물에 들어서면 마치 동

굴에 들어온 듯 시원한 공기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더운 여름에도 시원

한 갱도체험관은 롤러코스터를 닮은 거미열차를 타고 이동하며 아이

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 중 하나이다.

30여 년 전 석탄을 실어 나르던 철로가 이젠 관광 자원으로 변모 하여 

전국 최초로 철로 위를 달리는 ‘문경 철로 자전거’로 태어났다.

철로자전거는 경북 팔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진남교반을 배경으로 

시원함과 사계절의 운치를 느낄 수 있고 강과 터널이 달리는 내내 눈

을 즐겁게 해준다. 현재 진남역을 비롯해 구랑리역, 가은역, 문경역 4

곳에서 운행하고 있다.

 

오미자테마터널

경북8경 중, 1경인 문경시 마성면 진남교반과 고모산성의 아름다운 자

연 경관 속에 문경오미자테마터널이 있다. 문경오미자테마터널은 길

이 540m, 폭 4.5m의 문경선 철도 터널인 석현터널에 만들어졌다. 90

년대까지 기차가 달리던 곳이라 그런지 다른 터널보다 더 높고 더 넓

은 것이 특징이다.

항상 섭씨 14~15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이 터널은 요즘처럼 더운 날씨

에는 입구 50m근처에만 가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 여름철 휴

가지로도 더욱 각광받고 있다. 터널 안에는 오미자넝쿨, 별빛터널, 오

미자 조형물과 홍보판매장 및 오미자와인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와

인바가 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문경새재사극촬영장은 2000년 2월 고

고향 기행 - 경상북도 문경

려시대 세트장을 건립 후 태조왕건,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등 대하드

라마를 촬영했다. 

2008년 4월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세트장을 허물고 7만㎡ 부지에 

광화문, 교태전, 동궁, 양반집, 초가집, 기와집 등 총 130개 동을 건립

해 조선시대 모습으로 변모했다.

KBS대하드라마 장영실, 정도전, 육룡이나르샤, 광해, 역적:백성을 훔

친 도적, 7일의 왕비, 장사의 신 객주 등 11년간 100편의 드라마와 35

편의 영화가 촬영되어 사극 드라마와 영화의 주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

다. 또한, 문경전통찻사발축제가 세트장에서 매년 개최되어 문경 관광

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작약산 자락 수정봉(487m)과 조봉(671m) 사이에 자리한 불정자연

휴양림은 천연 활엽수림으로 이루어져 휴양림 입구부터 산막으로 이

어지는 길가에는 야생화단지의 꽃과 나무들이 뚜렷한 사계절의 향기

를 담고 있다. 

백두대간의 명산 가운데 하나인 대야산에는 충북괴산과 문경쪽에 각

각 선유동이라는 절경이 예로부터 시인묵객과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

의 사랑을 받아왔다.

신선들이 노닐었다는 선유동계곡은 대야산 골짜기의 맑은 물이 내려

오면서 빚어낸 계곡으로 이름 그대로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할 만

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선유동은 웬만한 가뭄에도 어린이들이 물

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항상 맑고 풍부한 계곡물이 흐르고 바닥이 암반

으로 돼 있어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선유동 입구에서 대야산 쪽으로 계곡을 올라가면 용이 하늘로 올라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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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암반계곡 용추 계곡이 나타난다. 암수 두마리의 용이 하늘로 오

른 곳이라는 전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용추 양쪽 거대한 화강암 바위

에는 두 마리의 용이 승천할 때 용틀임하다 남겼다는 용비늘 흔적을 볼 

수 있다. 아래 용추 폭포에 패인 소(沼)의 모양이 하트모양이어서 관광

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쌍용계곡은 골이 깊고 물이 맑아 아주 옛날 청

룡 황룡 두 마리가 놀다단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 진 곳이다. 이곳은 속

리산에서 발원한 계곡이 도장산과 청화산을 좌우에 거느리고 흘러 물

의 맑기와 차기가 손꼽히는 곳이다. 3km를 흘러내리는 계곡물은 쌍용

폭포와 신원폭포를 만들었으며, 곳곳에 자리한 기암괴석은 탄성을 내

지르기에 아깝지 않다. 

또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앉아 쉬어도 비좁지 않은 넓은 바위에는 울

창한 수풀 사이를 내리쬐는 햇볕이 들어 일광욕을 하기 에도 안성맞

춤이다.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운달산 아래 김용사 입구 운달 계곡은 냉골로 

불려 질 만큼 여름철에도 시원한 바람과 맑은 물을 자랑하는 곳이다.

골짜기마다 흐르는 계곡에는 한여름에도 손을 담그면 얼음덩어리를 

띄워 놓은 듯 차가워서 냉골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 물속에 발을 담그

고 하늘을 뒤덮은 숲의 계곡바람을 맞고 있으면 뼈 속까지 서늘해지는 

곳이다. 수령 300년이 넘는 전나무 숲속에는 군데군데 천수를 다한 고

목들이 조각품마냥 운치를 더해주고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귐이 이

방인의 혼을 뺏어 갈 듯한 울창한 숲의 터널을 걷다보면 우측으로, 수

림으로 둘러쌓인 고찰이 나타난다.

문경시 마성면에 자리 잡은 박열의사기념관은 영화 박열 상영이후 관

람객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기념관 주변에 박 의사 생가가 복원돼 

있고, 가네코 여사 묘소가 있어 치열하게 살다 간 독립운동가 삶을 되

돌아 볼 기회를 제공한다. 광복절 즈음해서 찾아보면 더욱 의미있는 역

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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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섭 위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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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낳은 비극의 땅 DMZ…

이젠 최고의 자연 전시장

SPECIAL

중부전선에서 동부전선으로 넘어가는 철원 김화에서 본 DMZ. 
한북정맥을 지나서 적근산과 백암산까지 한반도 허리를 횡단하는 DMZ가 동쪽으로 펼쳐진다.

서부에서 동부까지 비무장지대(DMZ)의 자연은 압도적 경이로운 

풍광을 보여준다. 생태계와 경관은 모두 한반도 자연이 빚어내는 

다양한 그림같은 모습을 그대로 품고 있다. DMZ는 국제적인 생태적 

보고로 평가되지만 군사적 대치 상황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DMZ는 한반도 허리 248km를 가르는 살아 있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전시장이다. 경기도 파주부터 연천을 거쳐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2개 광역도와 7개 시군이 연결된 

자연생태계의 횡축은 65년 이상의 세월을 지내며 역동적으로 

꿈틀거렸다.  

DMZ는 지형적으로 크게 산지, 평지 그리고 습지로 펼쳐진다. 

이 세가지 기본적인 형태의 자연이 오밀조밀 압축적으로 혹은 

변화무쌍하게 엉켜서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며 펼쳐진다.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찾기 힘든 자연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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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가로지르는 생태의 보고

시작은 서부전선부터다. 파주와 연천의 사천강-백학산-사미천-

고왕산-임진강-역곡천 등이 연결되어 하천과 습지 그리고 구릉성 

산지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과거 농경지 또는 평야지대가 전쟁 이후 

평원으로 변했다. 이 사이 사이에 작은 저수지와 둠벙 등이 습지를 

형성하며 어우러져 있다. 구릉성 산지와 하천 그리고 평원과 습지가 

자연상태 그대로 맞물려 있다. 특히 서부전선에는 하천의 물줄기가 

남북으로 흐르면서 그 배후와 주변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습지를 

빚어냈다. 전쟁 이전에는 거의 논으로 이용되던 곳들이다. 정전으로 

DMZ가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농경지가 자연천이 과정을 거쳐 

습지 혹은 평원으로 변한 상태다.

서부전선에는 습지가 다양하고 넓게 분포한다. DMZ와 민통선 

지역을 관통하는 물줄기와 함께 발달했다. DMZ의 습지는 

지리적으로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서부전선 DMZ에 들어가면 구릉성 산지 사이 사이로 다양한 습지가 

형성돼 있다. 물과 초지의 경계가 따로 없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서 넉넉한 습지가 되기를 반복하는 곳이다.

서부전선 전체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의 질서를 찾아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 겉보기에는 산지에 숲이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생태계보다 역동적이다. 천이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생명의 

관계를 촘촘히 그물처럼 형성하고 있다. 숲이 안정되어 가는 각각의 

단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단순히 숲으로만 형성된 것보다는 여러 

모습의 숲과 초지, 습지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DMZ 

바로 뒤쪽 민통선 산림의 단순한 형태를 뛰어넘는 변화무쌍함이 

있다. 이것이 DMZ의 생태적 가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습 중 

하나다.

중부전선은 철원이다. 전체 DMZ의 1/3이 철원 지역이다.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서 DMZ 철원평야까지 이어진다. 중부전선의 철원 

DMZ에서 동북 방향으로 평강고원이 아스라이 펼쳐진다. 한반도 

중부 자연사의 정점이다. 철원은 평야를 비롯하여 동쪽 김화읍과 

원동읍에는 산지도 우람하게 자리잡고 있다. 안암산-오성산-성제산-

계웅산-한북정맥(삼천봉)-적근산으로 이어지는 철원의 산림지역은 

서부와 중부를 거쳐 동부의 산악지형으로 이어지는 생태통로 역활을 

한다. 이중 오성산은 우람하게 솟아 있다. DMZ와 붙어 있거나 

연접한 산들은 대부분 남한에 주봉이 있다. 그런데 철원의 오성산은 

주봉이 북한쪽에 자리잡고 있다. 산지는 대부분 산림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한탄강, 김화 화강 등이 북에서 남으로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있다.

 

DMZ 내부의 북한강 모습이다. 인간의 인위적인 개발이 없던 시절, 

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둔치와 천변이 자연 그대로의 

생태서식지로 남아 산림부터 수변까지 그대로 연결돼 있다.

동부전선은 산에서 시작하여 산으로 끝난다. 화천 백암산-양구 

백석산(어은산)-인제 백두대간 삼재령-고성 건봉산으로 연결되는 

산림이 이어진다. 동부전선은 DMZ 내부로 들어가도 군사분계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 첩첩산중의 

천연림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다. 남방한계선 철책선과 북방한계선 

철책선 만 빼면 모두가 산림이다. 이 중간 중간에 금성천, 북한강, 

수입천, 인북천, 고성 남강 등이 자리잡고 있다.

동부전선에서는 물줄기조차 산속으로 깊이 구불구불 흐르는 

듯하다. 동부전선의 산림은 50년 이상된 숲으로, DMZ 내부와 

민북지역 모두 천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동부전선의 민북지역 주요 산림은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동부전선은 민북지역에도 주민들이나 마을이 거의 없다. 

양구 해안면을 제외하면 온통 산림지대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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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전 동부전선은 원시림을 자랑했다. 특히 백두대간 고성재-

삼재령 일대는 금강소나무 원시림이 일품이었다. 지름 2m에 높이 

30m에 달하는 금강소나무가 태곳적 신비를 간직하던 곳이었다. 

백두대간과 DMZ가 만나는 인제와 고성의 경계지역이다. 일제의 

수탈과 전쟁으로 원시림 거목은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도 DMZ 

내부와 민북지역에는 금강소나무의 아름드리 자태를 만날 수 있다.

동부전선의 원시림은 수탈과 전쟁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65년 

세월은 이를 상당히 치유했다. 이제는 백두대간과 주요 국립공원과 

같은 산림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 줄기와 한북정맥 

줄기 사이를 횡단하여 펼쳐지는 적근산-백암산-백석산-삼재령-

건봉산 등의 DMZ 동부 산림 생태축은 동식물의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이 가로축과 설악산-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이 

바로 백두대간과 DMZ가 만나는 한반도 생태축의 교차점이자, 

중심축이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금자리

DMZ는 기존 보고서에서도 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6월 중순 ‘1974년부터 작년까지 

DMZ일대를 조사한 각종 학술보고서를 분석한 것’을 발표했다. 

DMZ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모두 101종으로, 전체 

267종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DMZ가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말해 준다.

천연기념물 산양이다. 화천 백암산부터 양구 백석산, 고성 

건봉산까지 동부전선 디엠제트 곳곳에 서식하고 있다. 디엠제트의 

산양은 사람을 회피하지 않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인다.

DMZ의 생태적 가치는 동물이 먼저 언급된다. 종의 다양성과 

종별 개체수도 남북한 통털어 으뜸이다. 추측컨대 DMZ는 북한의 

백두산 원시림지대를 제외하면 한반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동물의 

서식공간이다. 포유동물의 경우 남한 최고의 서식지라고 할 수 

있다. 반달가슴곰을 비롯하여 산양, 사향노루, 삵,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등이 살고 있다. 이중 반달가슴곰은 철원부터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중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여유롭게 살고 

있다. 국내에서 야생반달곰의 서식은 지난 99년 지리산에서 확인된 

것이 유일하다. 사향노루도 80년대 이후 직접 확인 된 것은 DMZ가 

유일하다. 국립생태원 우동걸 박사는 “포유동물은 생물학적 진화로 

볼 때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개발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DMZ는 동물들이 생태적 측면에서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라고 말했다.

식물도 풍부하다. 국립수목원이 조사한 ‘DMZ식물 155마일’에 

따르면 식물이 2504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전체 식물종 4425종의 

56%에 해당한다. 이정호 국립식물원 DMZ자생식물원장은 

“DMZ는 한반도 허리답게 북한식물과 남한식물이 어우러지는 

곳이다. 식물의 보금자리로 보전적 측면과 이용적 측면 모두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DMZ가 백두대간과 함께 한반도 자연의 생명 

줄기라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000년 “한반도의 

생태축으로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연결된 백두대간을 종축으로 

삼고, 서해에서 동해까지 이어진 DMZ를 횡축으로 설정한다”고 

선언했다. 백두대간은 지난 2005년부터 백두대간보호법이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 DMZ는 아직 정부의 보호장치가 없다. 법과 

제도에 의해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전선을 날고 있는 재두루미 무리다. 파주부터 철원의 DMZ와 민통선에 

겨울이면 찾아온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등은 국제적인 보호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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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는 전쟁과 냉전이 만든 비극의 공간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연에게는 유례없는 낙원이 되었다. 20세기 이래로 근대적 

경제활동과 산업화로 더 이상 한반도에 남아 있지 않은 자연의 

다양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해안지역부터 고산지역까지 본래 

자연의 모습이 나이테처럼 켜켜이 자리잡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DMZ를 개발하겠다는 온갖 

구상들이 줄을 서고 있다. DMZ는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축소됐다. 인민군이 먼저 북방한계선 철책선을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여기에 우리 군도 대응 차원에서 남방한계선 

철책선을 북쪽으로 전진시켰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DMZ를 ‘248km 

길이에 남북으로 폭 4km 떨어진 공간’이라 한다. 하지만 실제 공간의 

면적은 훨씬 작다.

DMZ의 평화가 난개발의 평화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전쟁과 분단의 슬픔을 딛고 한민족이 인류에게 주는 미래의 

세계유산이 바로 DMZ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개발도 

DMZ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서부와 중부 디엠제트에는 과거 농경지와 마을이었던 곳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자연지역으로 변한 곳이 많다. 

철원의 DMZ 내부에서 발견한 모습이다. 60년 전 농경지 원형이 

그대로 간직돼 있다.

 

파주 세월천의 습지 모습이다. 서부전선은 곳곳에 습지가 

자리잡고 있다.

 

▶서재철 환경운동가. 녹색연합 전문위원. 비무장지대(DMZ)민북(민통선 이북) 산림생태복원사업 등의 목적으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DMZ 내부와 민북지역을 조사 및 연구하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DMZ 248km를 직접 걸어서 탐사했다. <지구상의 마지막 

비무장지대를 걷다>라는 책을 썼다. 남북화해시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DMZ의 생태와 지리, 역사, 사람 등에 관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출처: 한겨레신문

동부전선의 왜솜다리 군락이다. 왜솜다리는 희귀식물로 

적근산, 백암산, 백석산, 건봉산 등에 서식한다. DMZ에는 모두 

2500종가량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금강초롱꽃. 한국특산종으로 동부전선 DMZ를 대표하는 고산식물 

중 하나다. 양구•인제 DMZ 내부의 지피(GP)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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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ox Dr. Oral Clean Care 상륙 !!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국 식약청 허가를 받고, 미국 FDA 승인을 거쳐 미주에 상륙한 

디톡스 닥터 오랄클린케어 가 미국 현지인들의 구각청결을 위해 명예와 자존심을 걸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전국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전화: 213. 995. 7080
주소: 833 S. Western Ave, Suite 36, Los Angeles, CA 90005 (로데오 갤러리아몰)

621 S. Western Ave, G2, Los Angeles, CA 90005 (마당몰/H-Mart)

E-mail: ses90010@gmail.com

미국현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연구한 제품

규격:35”/74”  재료:acrylic on canvas

산을 지키는 소나무

“인생 칠십이면,,,” 

인생 칠십이면 가히 무심이로다. 흐르는 물은 내 세월같고  부는 바람

은 내 마음같고 저무는 해는 내 모습같으니 어찌 늙어보지 않고 늙음

을 말하는가?

육신이 칠십이면 무엇인들 성하리오. 둥근돌이 우연일리 없고 오랜나

무가 공연할리 없고 지는 낙엽이 온전할리 없고  어찌 늙어보지 않고 

삶을 논하는가?

인생 칠십이면 가히 천심이로다.세상사 모질고 인생사 거칠어도 내품

안에 떠가는 구름아 !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탐하리오, 그곳이 먼듯하

여도,천리만리 먼듯하여도 마지막 눈감으면  영혼의 날개달고 단숨에 

닿는 그곳,누가 하늘을 멀다하는가?   

( 이채의 시중에서,,,)

도대체가 쓸모 없어보이는 굽고 못난 나무는 채벌자들의 눈에 선뜻 띄

이지 않아서 결국은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게되는 수문장(?)역

활이 되는가보다. 자연생태나 인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더래도  “모

난돌이 정맞는다 “는 옛말처럼,,,쭉쭉빵빵 멋진 나무들은 곧바로 잘려

나가 제 본래의 모습을 잃게되지 않았던가?

특히 굴곡많은 이민사회에서 그나마 굿굿히 현장을 지키려는 의지굳

은,나이는 먹었지만 ,,,지조있는 못난나무가 유난히 그리운,혼란스러

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1970년 한국어 편찬위원으로 미 국무성 초청 도미
(47년차 휴스턴 거주 재미 화가)
국내외 개인전 18회, 각종 단체 초대전 50여회 출품 활동
Website: www.chadaeduck.com
E-mail: chadaeduck@gmail.com  TEL: 281-777-0768

차대덕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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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기이하고 신비한 캐나다 록키산맥 여행기                               
이진 실버기자

여행은 항상 기대와 즐거움으로 기다려진다.  즐거운 여행은 마음을 

젊게 해주고, 더욱 건강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 10년을 젊게 해준다고 한다. 

설레임과 함께 기다렸던 캐나다 로키 여행. 첫날에 비행기의 문제로 3

시간 늦게 출발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여행의 분위기를 망

친듯 했다.   그러나 시애틀에서 시작된 여행은 곧 산과 들에 날씬하게 

뻗쳐 서있는 전나무 (spruce tree) 와 자작나무 (birch tree) 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산을 지나며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다

 

록키산맥쪽으로 갈수록 원시림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강  폭포  

호수  산들이 자연 그대로 잘 보관된 캐나다 땅이 펼쳐진다. 생태계

가 파괴되지 않은곳,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로 동식물들에 오염되지 

않은 나라 라는것을 여러곳에서 찿아볼수 있었다.  산들이 수성암 

(aqueues rock) 으로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 주위에 하얀 목도리를 두

르고 있는 구름들이 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것을 보니, 한폭의 그림

같은 대자연은 그대로의 예술품 이였다.

호프 (Hope) 와 캠룹스 (Kamloops) 를 지나서 벨마운트 (Vale-

mount) 까지 도착 하는데 창가에 비쳐오는 자연의 아름다운 환경과 

꽃들의 향연에 도취되어 7시간이나 달리는 버스에서도 지루함을 견

디고 참을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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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아이스 휠드는 3,750m 콜롬비아 빙원에서 흘러 내린 ‘아싸

바스카’ 빙하가 여러번의 빙하기를 거쳐 형성된 길이가 6km와 넓이 

1km의 거대한 빙하위를 특수 제작된 설상차 뻐스를 타고 올라와 녹

아 흐르는 빙하수의 맛을 음미하여 보았다.  특히 빙하위를 조심스럽

게 밟고 걸어보는 체험이 이번 록키 관광의 ‘하이라이트’ 였다.

‘밴프’는 캐나다의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이다. 동화속의 풍경을 지닌 2,300m 높이의 ‘설퍼산 

콘도라’ 를 타고 정상에 올라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시내 전체의 절경

에 취해 보았다.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수시로 변하는 날씨는 

비가오다 햇빛이 들고 다시 비가오고 또 산을 넘으니 눈이 내리는 변

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레이크 루이스’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공주 이름을 땄다는 하는데 

‘빅토리아’ 산의 빙하에서 부터 내려온 호수로 록키를 대표하는 명소

이다.  특히 세계 10대 절경인 ‘록키산맥의 진주’ 라  불리우는 이곳은 

‘트래킹’의 천국이고, 천엽수 사이로 뻗친 숲길은 자연석의 아름다움

에 빠져드는 곳으로 4계절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날씨 관계로 이 

호수에 비쳐지는 신비한 영상을 볼수 없었지만, 호수 물에 손을 담그

어 보며 이 순간을 기억 하기위해 많은 사진을 찍었다.  더욱이 오늘

따라 해뜨기와 노을의 아름다음을 맑은날씨로 호수에서 볼수 있기를 

기대했었다. 

‘요호’ 국립공원에는 수천년에 걸쳐 침식작용으로 에메랄드 빛깔을 내

는 ‘에메랄드’ 호수 와 자연의 다리는 자연에 빨려드는 느낌을 주는 경

이로운 곳으로 원주민들의 부족을 형상화 시킨 ‘토템폴’이 인상적 이

였다.  

 

역시 캐나다의 록키는 4계절 모양을 달리하는 아름다음과 자원이 풍

부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가는 곳마다 푸른 나무와 산들이 잔

잔한 호수에 비춰진것이 내 마음을 비쳐주는듯 한데, 호수에서 노젓는 

저사람들이 보는 주위 풍경은 어떨까 궁금해진다. ‘노스 밴쿠버’ 에서 

만난 ‘캐필라노 흔들다리’ 길이는 450 피트 (137m), 높이는 230 피트

로 화강암 절벽에 설치된 다리가 흔들리고 출렁거리게 되어 있다.  넓

고 깊은 계곡따라 거닐면 독수리 부엉이 같은 맹금류를 볼수 있고, 아

슬아슬한 절벽길에서 스릴을 느끼는 공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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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만평의 ‘스탠리’ 공원:  원주민이 소유 했던 땅을 임대해 원시림으

로 가득찬 넓은 공간, 잔디밭과 바다와 잘 어울리는 공원으로 인디안 

추장들의 장승(천하 대장군) 이 세워져 있는 공원으로 밴쿠버를 상징

하는 장소가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페리 터미널 (Ferries Terminal) 로 이동하여 대형 페리를 

타고 부챠드 가든 (Butchard Gardens) 에 갔다. 그곳은 석회암 채석

장을 아름다운 꽃과 희귀한 나무들로 장식되어 있는 정원으로 일년에 

백만명이 방문하는 유적지가 되었다.  특히 ‘부챠드’ 부부가 세계여행

를 하는 동안 자주 수집했던 희귀하고 이국적인 관목과 꽃들로 혼합하

여 조성된 정원으로 별 연못과 로즈 (Rose) 분수대에서 품어대는 분수

대의 물줄기가 여러가지 모형으로 연출된 것이 인상적이였다. 

아쉬움속에 록키여행을 마치고 시애틀로 이동중에 우울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엄한 록키산을 새겨보면서 신선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

습을 가슴속에 좋은 추억과 기억이 오래오래 머물고 또 다시 이곳에 

올수 있을까? 하며 명상에 잠겨 보았다.

이번 긴여행에 안전한 운전을 해준 기사와  유머스롭고 박식한  캐나

다 가이드 Mr. 박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세심한 보살핌과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준 새라 정양의 노고와 수고에 깊은 감사를 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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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의 명물 대게

울진대게는 다리가 대나무처럼 생겼기 때문에 “대게”라 하며 다른 바

다게와는 달리 속살이 쫄깃쫄깃하고 담백해 맛이 좋아 일찍이 부터 궁

중에 진상되어온 특산물로 그 명성은 멀리 일본에 까지 알려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5권 평해군편 및 울진한편의 기록에 “대게”를 

자해(紫蟹)로 표기하고 있어 옛날부터 울진의 특산물로 “대게”가 유

명했음을 알 수있다.

또 하나의 울진 명물   대게빵,  이제 미국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임광원 울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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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현대인의 고질병 자가면역질환에도 유익한

오리지날 복합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햔대사회로 오면서 대부분 가정에서 한두명 정도는 자가 면역질환 때

문에 고민하는경우를  흔히  볼수 있다. 자가면역질환은 단순히 면역력

이 높아져서 생기는 것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도 아니며,면역

체계의 균형이 깨져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나를 지켜야할 세포가 나자신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은,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아토피,건선 등 피부에서부터 구강,음부를 비롯해 중추

신경계 까지 염증을 일으키는 베제트병, 관절과 근육에 침범하는 류마

티즘,루푸스,소화기관에 발생하는 크론병,용혈성 빈혈,자가면역 질환

인 그레이브스 병으로 인한 갑상선 항진증,자가면역 이상으로 발생하

는 하시모토 갑상선 저하증 등에 이르기까지 자가면역 질환이 다양한

데,무엇보다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는 통증과 붓기,염증등으로 인해 삶

의 질이 낮아지고,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만큼 고통

을 받는경우도 많이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분분의 치료방법은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거나,부신 피질 호르몬 ,즉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등을 치료제로 사용하는데..무엇보다 완

치를 시킨다기보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 해주는 정도의 치료법밖

에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서구화된  자가면역 질환의 주범으로 꼽고있는 단백질 위

세계최초 오리지널 복합 후코이단

무료증정

◆후코이단 장수 브랜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일본 후코이단 기업 중에서 미국에서 최초 판매시작한 가장 오래된 장수 
브랜드입니다. 100% 자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분말타입, 캡슐타입, 드링크 
타입, 세가지 제품으로 10년넘게 후코이단만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이 고객을 소개하는 
믿을만한 제품입니다. 

                 ◆후코이단의 핵심키워드는 복합!

                        미역 후코이단만 드시고 계시나요? 모즈쿠(큰실말) 후코이단만 드시고 계시나요?
                        후코이단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즈쿠(큰실말) 후코이단과 미역 후코이단을
                        혼합한 즉, 복합후코이단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원료가 다른 후코이단을 혼합한 제품만이 복합 후코이단입니다. 제품의 짙은 갈색 
                     가루와 투명한 캡슐을 확인하세요. 

주의 식생활 즉,고기,우유,계란,생선등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

품을 끊거나 줄이고,반대로,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과일,현미등을 

많이 섭취하면 그 증상을 크게 호전시킬수 있다고한다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에는 천연 황산화 물질이 풍부한  두가지의  후

코이단에 베타 글루칸이 풍부해 항암효과와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아

가리쿠스버섯 뿌리균사체가 함유되어 있어,저하된 면역력을 증강시키

며,T세포의 활성화 및 면역 반응을 정비하는 Th1,Th2세포의 균형을 

맞춰주어,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해당 제품은 한국어 상담전화(855-909-9191) 또는 웹사이트(kfu-

coidanny.com)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배송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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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독서클럽

노인과바다

“공수래 공수거”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를 읽으며 느낀 감정을 이

처럼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

생인데, 어느 누구도 이 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해 끝없이 달려간다. 천년만년 살 거라고 온갖 헛된 것들을 

잡으려 애쓰는 우리 인생, 어쩌면 성공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 모른다.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는 1899년에 태어나 언론인

과 작가로 활동하였고 스페인 내전에 파시스트이자 후에 군사 독재자

가 된 프랑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참여하였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을 썼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

라》 등은 그러한 경험이 잘 녹아 있는 작품이다. 당시 그의 소설은 헐

리우드 영화의 소재를 제공하여 영화화되기 하였다. 1950년 그의 나

이 쉰한 살 때, 10년간의 공백을 깨고 ‘강을 건너 숲속으로’라는 작품을 

출간했으나 혹평을 받았고, 그 다음 해에 어머니와 두 번째 부인 폴린

이 죽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1952년, 미국 주간지 라이프에 발표

한 ‘노인과 바다’가 소위 대박을 터뜨려 이틀 만에 무려 500만 부가 팔

렸고, 이 작품으로 다음 해에 퓰리처상(1953년)을 받고 그 다음 해인 

1954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인간은 패배하지 않는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 he said.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It is silly not to hope. It is a sin.)

 “어쩌면 내가 잡고 싶은 큰 물고기가 그놈들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지. 

내 큰 물고기는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거야.”

LIVING

이렇게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였다. 

1961년 62세 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고혈압, 편집증에 시달리다가 

자택에서 엽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매우 단순하다. 오랫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

도 잡지 못한 어부가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거대한 청새치를 잡

았다. 그러나 그는 사투 끝에 잡은 청새치를 상어에게 전부 뜯어 먹히

고 결국 앙상한 뼈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출발할 때와 다름

없이 여전히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다.

 

노인은 멕시코 부근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를 한다. 84일 

동안 노인은 빈손이었다. 결국 친한 벗이자 동료였던 소년도 떠나버렸

다. 소년의 부모가 노인이 최악의 불운을 만날 것이라며 소년으로 하여

금 다른 배를 타게 한 것이다. 85일째 되던 날, 노인은 여느 때보다 일

찍 바다로 나간다.

“하지만 누가 알아? 오늘이라도 운이 트일지? 매일 매일이 새로운 날인 

걸. 운이 있다면야 물론 더 좋겠지. 하지만 우선 정확하게 하겠어. 그래

야 운이 찾아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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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독백에서 84일 동안의 불운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읽을 수 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노인은 드

디어 길이가 무려 5.5미터나 되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난다. 이처럼 큰 

청새치를 난생 처음 본 노인은 작은 배를 끌고 도망가려는 청새치와 밀

고 당기며 사투를 벌였다. 밤낮으로 싸우던 노인은 기진맥진해졌지만, 

나약해질 때마다 끊임없는 독백으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보게, 늙은이, 자네나 두려워 말고 자신감을 갖게.”

“고통쯤이야 사내에겐 별거 아니지.”

“난 견딜 수 있어. 아니, 반드시 견뎌내야 해.”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노인은 작살로 대어의 심장을 찔러 배에 붙잡아 

맸다. 평생에 걸쳐 가장 도전적인 작업에서 노인은 승리했다.

『노인과 바다』가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은 아마도 노인이 청새치를 잡

은 다음 이야기 때문일 것이다. 헤밍웨이는 노인이 대어를 낚은 성공담

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대어를 잡아 항구로 향하던 노인은 

상어 떼를 만나 상어에게 고기를 다 떼어 먹히고 결국 앙상한 뼈만 남

은 청새치를 가지고 돌아온다. 이러한 장면은 아마 헤밍웨이 자신의 처

지가 반영됐을 지도 모르겠다. 당시 헤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후 10여년이 넘게 이렇다 할 작품 없이 작가로서 긴 침체기

에 빠져 있었다. 그는 짧은 승리 이후 긴 패배가 이어지는 것이 인생임

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였다.

안소니 퀸이 주연한 영화 “노인과 바다”

노인은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상어에게 맞섰다. 단지 물고기를 지키

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어부로서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

림이었다. 그것은 평생을 보낸 바다 한가운데서, 업으로 삼은 고기잡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저항이었고, 희망을 버리지 않

는 성숙한 태도였다.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더구나 그

건 죄악이거든.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하고 그는 생각했다. 

다시 모든 것을 잃었으나 노인은 청새치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다. 상

어에 대해 분노도 품지 않았고, 자신의 불운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일상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깊은 잠에 빠진 노인은 아프리카 사자의 꿈

을 꾼다.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거

대한 청새치를 잡아 금의환향한 어부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젊은 시절의 꿈을 포기하기 쉽지만 노인은 결코 포

기하지 않았다. 노인은 ‘어디엔가 틀림없이 있을’ 인생의 목표인 ‘큰 물

고기’를 잡기 위해 하늘의 새를 보며 위치를 예측하고 묵묵히 다시 도

전한다. 

“놈이 선택한 것은 그 어떤 덫과 함정과 속임수도 미치지 못하는 먼 바

다의 깜깜하고 깊은 물속에 머무르자는 것이었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까지 가서 놈을 찾아내는 것이었고.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까지 가서 말이야. 이제 우린 서로 연결

된 거야. 어제 정오부터.” 

노인이 잡은 5.5m의 700kg가량 되는 청새치는 상어의 공격을 받아 

커다란 머리와 허옇게 드러난 등뼈 사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이 노인이 그토록 힘들게 잡은 성과였다. 그러나 노인은 불굴의 의

지를 비치며 중얼거린다.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노인은 말했다. “사람

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진 않아.”

노인은 아직도 꿈꾸고 있다. 노인의 꿈은 젊음과 순수, 평화의 상징인 

아프리카의 밀림을 헤매고 있었다. 이 소설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정

말 감동적이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The old man was dreaming about 

the lions).”

노인과 바다 의 무대인 쿠바의 작은 어촌마을 “꼬히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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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장발 / 미니스커트 단속

만약 지금 백주에 대로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지나가는 남자애들 

긴머리를 자르거나 아가씨들 붙잡아 치마끝이 무릎에서 몇 센티나 올

라갔나 재고 있다면?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오래전 서울 도심 한복판

에서 버젓히 일어났었다.

1960~70년대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었다. 이 시기에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

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간 히피문화가 팝음악과 함께 들어오면서, 장

발과 미니스커트는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

게 유행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대표적인 퇴폐

풍조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하였다. 경찰은 자를 들고 미니스커트를 입

은 여성들을 단속하였는데, 단속 기준은 무릎 위 20㎝ 였다.

LIVING

장발에 대한 단속기준은 남·여의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긴머

리,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 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머리, 파마 또는 

여자의 단발형태의 머리였다. 장발로 적발되면 대부분 경찰서로 연행

되어 머리를 깎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구내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은 후 

풀려났으며, 머리를 깍지 않고 버틸 경우 즉결 재판에 넘겨졌다. 1970

년 8월 28일 서울 시내에서 ‘히피성 청소년’을 단속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즉심 29명, 훈방 648명으로 총 677명에 대해 단속하였고, 대

부분 15-25세이었다. 1973년「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함부로 

휴지·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술주정행위, 유언비어 유

포행위, 장발·비천한 복장 착용, 비밀댄스 교습행위 및 그 장소 제공행

위, 암표매도행위, 새치기행위, 출입금지구역이나 장소에의 무단출입

행위, 폭발물의 조작·장난행위 등이 경범죄의 종류에 추가되었다. 이로

써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1976년 5월 정부는 “국민의 주체의식을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정착화”한다는 이유로 장발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히피성 장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정부는 장발단속이 ‘국민의 무관심과 이해부

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학교, 단체, 기업체, 공장 등 전 조직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자

율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발

전시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장발 계몽운동과 장발이 근절될 때

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요식업조합, 이용조합, 숙박업조합, 다방 및 다과점조합에 공문을 보내

어 “남·녀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장발”을 한 종업원에 대한 장발 정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1980년 내무부는 ‘장발단속이 청소년들의 자율정신을 저해하는 부

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중지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

큼 긴 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

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을 경

범죄의 종류에서 뺌으로써 장발이나 미니스커트에 대한 단속 관련 규

정도 삭제되었다.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바보들의 행진

청바지·미니스커트·통기타·장발로 상징되는 70년대 청년문화

사실 1970년대 한국의 청년문화는 1960년대 서구 청년들이 벌였던 

반전 및 인종 차별 반대 운동, 기성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문화를 거부

하는 히피 운동이 이입된 것이었다. 서구에선 여기에 노동 계급과 대

학생이 연대하면서 저항적인 문화로 확대된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한국 땅의 ‘히피 문화’는 변혁 운동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그때 대학생이 

열망했던 서구 라이프스타일과 서구 대중문화를 뜻했다. 

 

아무튼 당시 장발은 ‘의식’ 있는 젊은이의 ‘저항’의 상징이었다. 아니 단

속을 하니 그 반항으로 더 장발을 선호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유행이 

됐다. 대학생이 모이는 서울 종로와 명동, 신촌에서는 장발과 미니스커

트를 입은 ‘민족의 주체의식과 국민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미풍양속사

범과 이를 단속하는 경찰의 숨바꼭질이 벌어지곤 했다. 

하길종 감독(1941~79년)의 영화 <바보들의 행진>(1975년)에서 보

여주듯 쫓고 쫓기며 나오는 송창식의 <왜 불러>라는 노래는 당시 시대

상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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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 밑 한 끗 아래인 “999당”! 우리가 사는 라구나우즈 실버타운(La-

guna Woods Village)의 별칭이다. 늙어서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행

복하게 살려면 “나이 듦을 순리로 여기고 주어진 대로 당당하게 그리

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받아 들이라”고 한다. 이곳에 사는 동안 우리

는 “백수가 과로로 코피가 날지경”이라며 즐거운 불평을 그리고 또 “시

니어 단지라하여 들어올 때는 서글펐는데 이제는 웃고 산다”라고 지상

천국이라 자처한다. –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면 이미 행복한 것 일게다.

노후의 행복조건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맑은 영혼, 평온한 마음, 알맞는 

활동, 적당한 건강과 충분(?)한 재산등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갖추더라도 이를 받쳐줄 외적조건으로 안전하고 조용한 휴식

처, 쾌적한 환경 , 적당한 시설, 가깝고 편리한 병원시설 등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함께 하는 즐겁고 원만한 인간관

계와 사회적 관계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설립되어 몇 해 전에 미 전국에서 뽑은 살기 좋은 은퇴 단지 

중, 미국내에서 10번째 안에 꼽혔고California에서는 최고로 선정된 

라구나우즈 실버타운은 오렌지 카운티의 32번째 도시로 라구나 우즈 

시에 위치하며 태평양 바닷가에서 10분정도의 거리에 있다. 현재 개

발된 2,095에이커에 총12,736가구, 18,0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 평균 연령은 78세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단지에는24 시

간 주민의 안전과 경호를 위한 보안 담당부서와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

라구나 우즈 예찬 하는 14개의 게이트가 있다. 위락 시설로서 클럽 하우스(7), 수영장(5)

과 골퍼의 paradise로 불리는 27-홀골프 코스, 9-홀 코스를 비롯한 피

트니스 센터(2), 테니스 코트(10), 패들 테니스 코트(4), 잔디 볼링 코

트, 셔플보드 코트, 목공, 도자기, 사진 및 페인팅 등 예술과 재봉시설

은 물론 탁구와 당구대를 갖춘 공간 등이 있다. 또한 단지 곳곳은 물론 

주민들을 위해 가까운 은행 및 레스토랑, 쇼핑 센터, 교회 등 그리고 근

처 의료시설 및 종합병원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무료 버스 서비

스를 제공한다.

  

비교적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California 에서 한인들이 선

호하는 2 베드룸을 해변이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150k~$300k 정도

의 가격으로 살수 있음은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일 년 내내 따뜻하며 평균온도는 55°~75° F(낮 평균, 72° F)정도이며 

단지 내에는 250 가지 이상의 각종 클럽이 있고 레크리에이션 부서가 

관장하는 여러 클래스와 매주 수십 가지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

근 Saddleback College 는 단지내에서 100 개 이상의 Emeritus 클래

스를 제공한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활동으로는 타이치, 수

영, 합창, 짐(Gym.)운동, 라인댄스, 볼룸 댄스, 골프, 탁구 등이 있다. 

그 외에 컴퓨터 배우기, 등산, 여행 등으로 은퇴 전보다도 더 바쁘게 생

활하며 또 적당한 사이즈의 텃밭을 분양받아 직접 야채, 과일 및 꽃을 

재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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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무대 - 세상사는 이야기

오래전 이민왔을때 보증인과 연락처를 적어 내라는 서류를 작성하는

데 영어 잘하는 지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 물론 보

증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받으면 거절하거나 거절 당한 경험들

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더우기 미국의 신용사회에서 실수로 피해를 

주거나 입으면 치명적인 경우가  될수 있으니 더욱 조심스러운 일이다. 

주위에 항상 도움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은 정말 

든든하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한다.

어느날 오랫만에 친구로 부터 전화가 왔다. 미국에 손녀, 손자를 유학 

시킬려는데, 연고가 없으니 애들의 “가디안(Guardian)”을 해 달라는 

것이 었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애들을 학교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일

들에 보호자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에 자신감이 들기 보다 망설임이 더 

컸다.

친구는 한국에서 월급도 얼마 안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유학 보낼 형

편이 안되는데, 한국에서 애들 교육시키는 것이 울화통이 터져 유학 보

낼려고 한다고 하소연 하며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 우리 아이들이 어

릴때 부터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여  의사로 변호사로 자랑스럽게 성

장하는 모습을 눈여겨 봤기 때문에어려운 일로 생각 하지 않고 딱한 사

정에 승락을 했다.

그뒤 알고보니 학교에  부모대신 공증 받은 “가디안”을 한다는 것은 학

교 생활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학교에 일

이 생기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 해결을 해야 하는, 믿음이 없이는 부

탁할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에게 의지 하려는 것에 

고맙기도 했다.

더우기 이곳에 뿌리내려 살아가야 하는 이민자나 생소한 곳에서 공부

하려는 유학생들도 다 외롭고 힘든 길이겠지만, 함께 해주는 이웃과 친

구가 주위에 있다면 따뜻한 여정이 될수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유년기, 청소년기에 유학생이 정 붙일 곳이 없이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면서 학교생활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만만치 않은 학비와 생활비 거주비등등 많은 경비 부담에희생

하는 부모들을 생각하여 귀국을 권유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망가져 있는 한국의 교육제도에 회의를 

가진 부모들은 시간과 여러 경제문제에 손해가 되더라도 아이들의 장

래를 위해 비싼 학비를 감수하면서 견디겠다고 하였다.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 보면, 미국의 교육도 개인의 가치관

과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 돕고 사는 미덕은 없어져 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많은 불만이 있었다. 그럴때 마다 학교에 찿아가 “

듼(dean)”선생님 만나 조언도 듣고,아이들의 뜻을 전하여 주기도 했지

만 만족스러운 답은 얻지 못했다.

“ 가디안(GUARDIAN)”

희로애락 을 털어놓는 자리입니다. 좋은 글 인용하셔도 좋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좋습니다 분량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카톡ID: ku7862042,   Email:korussilver@gmail.com )

이 진   (VA. FAIRFAX.  Jin Rhee)

웃으며 삽시다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진화한 근거

고스톱

인류학 기말고사 시간에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교수가 칠판에 ‘인간

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음을 언어학적 측면에서 논하라’고 적었다.  

그 문제를 본 한 학생이 주저 없이 답안을 써내려간 뒤 교실을 나섰다.  

답안지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우리는 흔히 남자들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출 때 ‘꽁무니를 뺀다’고 하

고 여자들이 아양을 떨 때는 ‘꼬리를 친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뤄 볼 

때 인간은 원숭이에게서 진화, 발전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

도둑이 부잣집을 털고 다음 집에 들어갔는데 문너머로 모자간의 이야

기 소리가 들려 왔다.

‘아들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엄마,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요.’

도둑은 모자가 너무 불쌍해서 훔친 돈 보따리를 문앞에 놓고 나갔다.

정작 모자는 화투를 치고 있었다.복수불반(覆水不返)

더우기 미성년자 였기에 사회에 부딪치는 어려움이 있을때도 ‘가디안’

의 입장에서 만사를 제쳐놓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

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유학생

의 “가디안”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람도 느

끼고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일상생활의 필요조건을 모두 도맡아

야 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하며, 

이제 성인이 되어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인이 될때 까지의 과정은 

너의 자신의 몫이라고 권고하며,

아이들의 뜻을 이루는 삶의 연속이 

되길 바라면서 졸업식을 축하하였다.

나에게는 또다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엎지른 물은 도로 담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한번 저질러진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다.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 , 문왕의 시호를 가진 서백이 어느날 황

하의 지류인 위수로 사냥을 나갔다. 피곤에 지쳐 강가를 한가로이 거

닐다가 낚시질을 하고 있는 초라한 한 노인을  만났다. 수인사를 나누

고 이것저것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백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초라하고 늙은 외모와는 달리 식견과 정연한 논리가 범상치 않았던 것

이었다. 단순히 세상을 오래 산 늙음이 가질수 있는 지혜 정도가 아니

라 깊은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경륜이 서백을 놀라게 하

고 말았다. 잠깐의 스침으로 끝낼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서백은 공손

하게 엎드리며 물었다. 

“어르신의 함자는 무슨 자를 쓰십니까?”

“성은 강(姜)이고 이름은 여상(呂尙)이라 하지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제가 스승으로 모셔야 할 분으로 여겨집니

다. 부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과한 말씀이오. 이런 촌구석에 틀어박힌 민초(民草)가 뭘 알겠소.”

강여상은 사양을 거듭했으나 서백은 끈질기게 그를 설득하여 기어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말았다. 강여상은 서백을 만나기 전까지는 끼

니가 간 곳없이 곤궁했고 그런 그에게 질려 아내 마씨마저 친정으로 가

버린지 오래 되었다. 미련둘 것도 없는 강여상은 서백의 집으로 갔고 그

의 아들 발의 스승이 되었다..

그 서백이 바로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며 강여상은 주나라의 재상이 되

어 탁월한 지식과 지도력으로 문왕의 제후 에까지 올랐다. 그런 그가 

어느날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데 웬 거렁뱅이 노파가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강여상을 버리고  떠난 아내 마씨였다. 남편인 여상이 주나라에서 

출세를 해서 제후까지 되었다 는 소문을 듣고 천리길을 찿아온 것이다.

마씨는 땅바닥에 엎드려 울며 용서를 빌었다. 강여상은 하인을 시켜 

물을 한 그릇 가득 떠 오게 했다. 하인이 물을 가져 오자 강여상은 마

씨의 앞에 그릇을 던져 버렸다. 물은 다 쏟아지고 빈 그릇이 흙바닥에 

뒹굴었다.

“이 그릇에 도로 물을 담으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을 용서하고 내 

집에 데려 가겠소.”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한 번 엎지른 물을 어떻게 도로 담습니까?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마씨의 울부짖는 말에 강여상은 차갑게 말했다.

“맞소.  한 번 쏟아진 물은 줏어담을수 없고 한 번 집과 남편을 떠난 여

자는 다시 돌아올수 없소.”

마씨는 호화로운 마차에 올라 저 멀리로 가는 남편을 그저 멍하게 바

라볼 뿐 이다. 이 글의 강여상이 바로 낚시로 세월을 낚았다는 강태공

이다. 

복수불반의 이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전승되어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들은 흔히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고 후회하며 상대방을 

원망하고는 한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를 흔쾌히 받아주지 않은 강태공을 속 좁다 

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과오를 모른체 하고 나를 그런 지

경에 빠지게한 상대방만을 탓하는 사람은 언제나 똑 같은 허방에 빠

지게 된다.

엎지른 물은 두번 다시는 담을수 없다. 물을 쏟아 버리기 전에  자신

의 입을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물을 엎지른 자

신이 잘못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그나마 실수는 덜 하고 

살지 싶다.        

실버기자 김치욱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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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와 클린턴이 함께 운전하고 가다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렀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가 힐러리의 동창이었다. 

이를 본 클린턴이 한마디 한다.  

“당신이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쯤 주유소 직원의 아내가 되어 

있겠구려.” 

그러자 힐러리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아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겠죠.”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긴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대답했다. 

“있고말고. 골프 시합에서 나한테 이기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아주 

많아졌단 말이야.”

어느 대기업 회장이 귀한 손님을 접대하고자 고깃집에 갔다. 

“아줌마, 여기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주시오.” 

고기가 도착하자 회장은 얼굴이 일그러져 종업원을 불렀다. 

“아줌마, 고기에 기름이 왜 이리 많아요? 

이때 찬 공기가 순식간에 돌기 시작했지만, 다가오며 주인아줌마가 

던진 말이 회장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아이고 회장님, 이놈의 소가 운동을 안 했나 보네요.”

어이가 없는 대답에 회장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회장의 초대를 받은 

귀한 손님은 한술 더 떴다.

“괜찮습니다. 아줌마! 제가 먹고 운동할게요.”

그녀는 40대 어린이집 교사이다.  하루는 몸이 너무 안 좋아 화장도 

않고 대충 차려입고 출근을 했는데 아이들이 몰려와 묻는 것이었다. 

“아줌마, 우리 선생님 어디로 가셨어요?” 

다음 날 건강이 좋아진 그녀는 평소처럼 정성껏 화장한 뒤 출근했다. 

그런데 아이 한 명이 울면서 다가와 그녀에게 말했다. 

“선생님! 말썽 안 피울 테니 선생님 그만두지 마세요∼.”

“왜?? 선생님 누가 그만둔다던?”  

“어제 선생님 대신 이상한 아줌마가 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엉엉∼.”

요즘 모든 분야를 컴퓨터가 처리하고, 근래에는 결혼 중매까지 컴퓨터

가 대행하는 세상이 되니 한 노총각이 중매 사이트에 접속, 다음과 같

은 배우자 조건을 입력시켰다. 

첫째 : 키가 커야 하고,  

둘째 : 몸이 날씬해야 하며,  

셋째 : 숫처녀야 하고,  

넷째 : 미인이어야 하며,  

다섯째 : 가문이 좋아야 하고,  

여섯째 : 학벌도 좋아야 하며,  

일곱째 : 나이가 젊어야 하고,  

끝으로 : 재산도 많아야 한다.  

잠시 후 컴퓨터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을 보내왔고, 해당란의 각 문항

에 솔직히 답하라고 했다.  

화장 해야 하는 이유

어느 식당에 간 회장

미국 대통령들의 유머

컴퓨터 중매 

첫째 : 당신은 키가 큽니까?  

둘째 : 체격이 우람합니까?  

셋째 : 숫총각입니까?  

넷째 : 미남입니까?  

다섯째 : 가문이 훌륭합니까?  

여섯째 : 학벌이 좋습니까?  

일곱째 : 나이가 젊습니까?  

끝으로 : 재산이 풍부합니까?  

노총각인 이 사내는 한참 고민하다가…  아무리 컴퓨터지만  진실은 

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난에 ‘아니오’라는 글을 입력했다. 그러

자,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이 컴퓨터에 뜨더니, 조금 기다리자 다음과 

같은 회신이 올라오는 것이었다.  

“정말 꼴값하십니다 !!”



64   Korus Silver Club Korus Silver Club   65

grandchildren (if you have a financial choice, that is). Sure, being 

surrounded by family sounds great, but we all need our privacy. 

They need theirs and you need yours. If you’ve lost your partner 

(our deepest condolences), then find a person to move in with 

you and help out. Even then, do so only if you feel you really need 

the help or do not want to live alone. 

14. 자신의 취미를 살려서 활용하라. 취미가 없다면 더 늦기 전에 새로

운 취미를 만들어라.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Don’t abandon your hobbies. If you don’t have any, make new 

ones. You can travel, hike, cook, read, dance. You can adopt a cat 

or a dog, grow a garden, play cards, checkers, chess, dominoes, 

golf. You can paint, volunteer at an NGO or just collect certain 

items. Find something you like and spend some real time having 

fun with it.

15. 모임, 회식, 세례식, 결혼식 초대에 적극 참여하라. 그렇다고 초대

를 못 받는다고 회내지 말라. 

중요한 건 집 밖을 나서서 세상살이를 몸으로 접하는 것이다. 

Even if you don’t feel like it, try to accept invitations. Baptisms, 

graduations, birthdays, weddings, conferences. Try to go. Get out 

of the house, meet people you haven’t seen in a while, experience 

something new (or something old). But don’t get upset when 

you’re not invited. Some events are limited by resources, and not 

everyone can be hosted. The important thing is to leave the house 

from time to time. Go to museums, go walk through a field. Get 

out there. 

16. 말은 적게 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 듣지 않고 자

기 얘기만 떠들어 대면 주위 사람들이 떠난다. 불평, 불만, 비판의 말이 

아니라 남이 듣기 좋은 대화의 소재를 찾아라.

Be a conversationalist. Talk less and listen more. Some people go 

on and on about the past, not caring if their listeners are really in-

terested. That’s a great way of reducing their desire to speak with 

you. Listen first and answer questions,but don’t go off into long 

stories unless asked to. Speak in courteous tones and try not to 

complain or criticize too much unless you really need to. Try to 

accept situations as they are. Everyone is going through the same 

things, and people have a low tolerance for hearing complaints. 

Always find some good things to say as well.

17. 노쇠(老衰)에 따르는 불편함과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지 말고 당

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라. 늙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세월 

탓이다. 

Pain and discomfort go hand in hand with getting older. Try not 

to dwell on them but accept them as a part of the cycle of life 

we’re all going through. Try to minimize them in your mind. They 

are not who you are, they are something that life added to you. 

If they become your entire focus, you lose sight of the person you 

used to be.

18. 타인의 잘못에는 관대하게 용서(容恕)하고, 자신의 실수에는 빨리 

사과(謝過)하라. 남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따질수록 당신의 마음이 먼

저 불편해지고 옹졸해진다.

If you’ve been offended by someone - forgive them. If you’ve of-

fended someone - apologize. Don’t drag around resentment with 

you. It only serves to make you sad and bitter. It doesn’t matter 

who was right. Someone once said: “Holding a grudge is like tak-

ing poison and expecting the other person to die.” Don’t take that 

poison. Forgive, forget and move on with your life. 

19. 자신의 신앙적(信仰的) 신념을 남에게 강요(强要)하지 마라. 남에

게 자신의 가치를  설교하거나 선교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면서 모범을 보여라.

If you have a strong belief, savor it. But don’t waste your time try-

ing to convince others. They will make their own choices no mat-

ter what you tell them, and it will only bring you frustration. Live 

your faith and set an example. Live true to your beliefs and let that 

memory sway them.

20. 웃어라 ~~많이 웃어라 ~~모든 것에 웃어라 ~~살면서 유머(감각)

를 잃지 말라! 

Laugh. Laugh A LOT. Laugh at everything. Remember, you are 

one of the lucky ones. You managed to have a life, a long one. 

Many never get to this age, never get to experience a full life. But 

you did. So what’s not to laugh about? Find the humor in your 

situation.

21. 남이 나에 대해 한 말이나 나를 어떻거 생각할 것인지에 신경 쓰지 

마라. 휴식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이다.

Take no notice of what others say about you and even less notice 

of what they might be thinking. 

They’ll do it anyway, and you should have pride in yourself and 

what you’ve achieved. Let them talk and don’t worry. They have 

no idea about your history, your memories and the life you’ve lived 

so far. There’s still much to be written, so get busy writing and 

don’t waste time thinking about what others might think. Now is 

the time to be at rest, at peace and as happy as you can be!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건 뒤로 미루며 먼저 나쁜 포도주를 마시기

에는 인생은. 너무나 짧다. 삶을 즐겨라..... 소중한 인생은 매순간속에 

있다.

AND REMEMNER: 

“Life is too short to drink bad wine.”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인생

1. 노년(老年 )은 그 동안 모은 돈을 즐겨 쓰는 시기이다. 돈을 축적(蓄

積)하거나 신규 투자(投資)하는 시기가 절대로 아니다. 자식들에게 휘

둘리지 말고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찾아라.

It’s time to use the money you saved up. Use it and enjoy it. Don’t 

just keep it for those who may have no notion of the sacrifices 

you made to get it. Remember there is nothing more dangerous 

than a son or daughter-in-law with big ideas for your hard earned 

capital. Warning: This is also a bad time for an investment, even if 

it seems wonderful or fool-proof. They only bring problems and 

worries and this is a time for you to enjoy some peace and quiet.

2. 자손(子孫)들의 재정(財政) 상태는 그들의 문제이다. 부모가 개의치 

마라.  지금까지 키우고 공부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Stop worrying about the financial situation of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don’t feel bad spending your money on your-

self. You’ve taken care of them for many years, and you’ve taught 

them what you could. You gave them an education, food, shel-

ter and support. The responsibility is now theirs to earn their own 

money.

3. 건강관리(健康管理)에 최선을 다 하라.  건강이 최고다. 건강하게 

사는게 점점 어려워지는 나이니 건강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하라.

Keep a healthy life, without great physical effort. Do moderate ex-

ercise (like walking every day), eat well and get your sleep. It’s easy 

to become sick, and it gets harder to remain healthy. That is why 

you need to keep yourself in good shape and be aware of your 

medical and physical needs. Keep in touch with your doctor, get 

tested even when you’re feeling well. Stay informed.

 4. 평생의 반려자(伴侶者)를 위해서는 언제나 최상(最上)의 가장 아름

다운 고급품을 사라.

Always buy the best, most beautiful items for your significant oth-

er. The key goal is to enjoy your money with your partner. one day 

one of you will miss the other, and the money will not provide any 

comfort then, enjoy it together. 

5. 사소한 일에 Stress를 받지 마라. 과거의 나쁜 기억은 잊고 좋은 일만

을 생각하라. 현재가 중요하다.

Don’t stress over the little things. You’ve already overcome so 

much in your life. You have good memories and bad ones,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e present. Don’t let the past drag you down 

and don’t let the future frighten you. Feel good in the now. Small 

issues will soon be forgotten.

6. 나이에 개의치 말고 사랑으로 넘치는 생활을 하라. 반려자, 인생, 가

족, 이웃들....

Regardless of age, always keep love alive. Love your partner, love 

life, love your family, love your neighbor and remember: “A man is 

not old as long as he has intelligence and affection.”

7. 내적, 외적인 몸치장을 철저하게 잘 하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

라. 몸과 마음을 잘 가꾸는데 신경써라.

Be proud, both inside and out. Don’t stop going to your hair sa-

lon or barber, do your nails, go to the dermatologist and the den-

tist, keep your perfumes and creams well stocked. When you are 

well-maintained on the outside, it seeps in, making you feel proud 

and strong.

8. 어울리지도 않는 유행을 따르려하지 말고 자신의 나이에 걸 맞는 

fashion을 추구하라.

Don’t lose sight of fashion trends for your age, but keep your own 

sense of style. There’s nothing worse than an older person trying 

to wear the current fashion among youngsters. You’ve developed 

your own sense of what looks good on you - keep it and be proud 

of it. It’s part of who you are. 

9. 항시 최신(最新)의 시대 흐름에 뒤지지 마라. 이메일이나 SNS를 멀

리 하지 말고 항상 세상뉴스를 듣고, 보고 얘기하라.

ALWAYS stay up-to-date. Read newspapers, watch the news. Go 

online and read what people are saying. Make sure you have an 

active email account and try to use some of those social networks. 

You’ll be surprised which old friends you’ll meet. Keeping in touch 

with what is going on and with the people you know is important 

at any age.

10.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라. 조언하되 비평하

지는 마라. 미래를 열 사람은 젊은이들이다.

Respect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ir opinions. They may not 

have the same ideals as you, but they are the future, and will take 

the world in their direction. Give advice, not criticism, and try to 

remind them of yesterday’s wisdom that still applies today.

11. “옛날 그 시절에”라는 과거적인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마라. 당신

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다.

Never use the phrase: “In my time”. Your time is now. As long as 

you’re alive, you are part of this time. You may have been younger, 

but you are still you now, having fun and enjoying life. 

12. 긍정적(肯定的)인 사람들, 명랑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쓰고 힘든 

날들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Some people embrace their golden years, while others become 

bitter and surly. Life is too short to waste your days on the latter. 

Spend your time with positive, cheerful people, it’ll rub off on you 

and your days will seem that much better. Spending your time 

with bitter people will make you older and harder to be around. 

13. 가족들과 자주 어울려 살되 혼자 살 재력이 있다면 자손들과 함께 

살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Do not surrender to the temptation of living with your childre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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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특산품

오디에는 항산화효과가 큰 안토시아닌 성분인 C3G의 

함량이 포도의 23배, 검정콩의 9배나 들어 있는데요. 

이 밖에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레스베라트롤

성분도 100g당 78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Bottle 300g      $7.50

지리산 뽕소금치약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잇몸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1pk 120g      $5

뽕잎, 다시마, 표고버섯등을 정성들여 고아 만든 

지리산 뽕소금은 각종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되어

해독작용이 있는 고품질 기능성 소금 입니다.

1Bottle 85g      $5

하동명품전통요리 바삭바삭 고소한 김부각

입맛 없을때 간식 스넥 반찬 술안주 손님맞이 다과 기타 

다양한용도로 드시면 좋습니다.

하동 악양 들판에서 나오는 찹쌀, 다시마, 멸치, 새우, 무

우, 대파, 버섯, 마늘, 생강 등 건강에 좋은다양한 농수산

물로 다시물을 내어 깊은맛이 우러러 나옵니다

전남 해남의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지주식 김과 품질좋

은 하동녹차 를 함께 사용합니다.

김부각 녹차

지리산 청정 오디잼

지리산 뽕소금치약 지리산 뽕소금

실속있는 고품격 쇼핑공간
코러스 마트

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
korusmart@gmail.com
www.korusmart.com

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코러스마트는 품질 좋은 제품만 엄선하여 판매합니다. 
LA및 OC 지역에서 구입금액 합계 $50 이상 주문하시면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1포 30g        $5             특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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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특산품경남 산청 특산품

수려한 합천 황매산의 보배. 

땅에서 나는 배, 야콘 

인슐린이 풍부해 당뇨병과 골다공증, 동맥

경화 변비예방에도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친환경 농산물 입니다. 

공기 좋은 지리산 해발 450~600m 에서 채

취한  야생오디로 제조하여 새콤달콤하고 신

선한 맛과 향기가 납니다. 

포도당과 과당·시트르산·사과산·타닌·펙틴

을 비롯하여 비타민(A·B1·B2·D)·칼슘·인·철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합천의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풍요로운 햇

빛, 기름진 땅에서 재배하여 엄격한 현지 품

질관리 하에 출시되는 명품 쌀.

2009년 개발된 중만생종 영호진미 품종의 

수려한 합천쌀은 밥맛이 매우 우수하고 쌀이 

맑아 최고품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도 100% 지리산 도라지를 24시간 은근

히 달여 제조하였습니다. 

사포닌 함량이 높습니다.

청정지역 지리산 동의보감의 마을에서 제

조한 도라지 고유의 맛과 향을 간직한 건강

음료 입니다.

1 Box (100ml x 30포)    $30    특가  $28

1 Box (100ml x 30포)      $50      특가 $45

1포 4 Kg          $20          특가  $18
1포 10 Kg        $40          특가  $35

1 Box (40ml*12포)       $20       특가 $15

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

지리산 오디진액
합천 야콘즙

수려한 합천쌀
황사엔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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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 특산품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 게르마늄의 땅 함양

에서 자라는 고품질 헛개나무의 열매와 잔

가지 추출액 95%의 순도 높은 제품입니

다.

헛개나무 고유의 향이 인진쑥 향과 섞여 최

고의 맛과 효능을 보여줍니다. 포도당, 사

과산, 칼슘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술해독과 

피로회복, 구토증 완화에 좋습니다.

1 Box (110ml x 30포)     $40     특가 $35

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

오미자는 단맛,쓴맛,신맛,쓴맛,매운맛 5가지 맛이 나는 열매로, 피로회복,기력

회복,시력회복,천식,어지럼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미자청은 식후에 디저트로 따뜻하게 먹어도 차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 벌꿀

에 당침한 액상차로설탕이 들어있지 않아서 더욱 건강한 식품입니다.

우엉은 뿌리채소중 가장 깊게 뿌리를 내려 자라기 때문에 땅의 미네랄과 영양이 

풍부해서 노화방지, 변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에,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는 생강은 약물

이나 수술 후의 메스꺼움을 제거하고,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근육통 관절염 

완화시켜 주고, 혈당 및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에는 당분, 유기산, 점액질 ,식이성 섬유,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

이 들어 있어 위장병, 빈혈 ,불면증, 전신쇠약 등에 좋으며 장복하면 체력을 향

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신경이 날카로와 불면증 증세가 있을 때 감맥대조탕이라는 처방이 

있듯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대추씨에 신경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어 신

경안정 및 불면증을 치료

1병 1,050g        $40             특가 $35      

1병 1,100g        $35       특가  $30   

1병 1,100g         $35         특가 $30 

1병 1,100g        $35        특가 $30
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

함양 헛개나무 즙

오미자청

우엉청

생강청

대추청 

48년 역사의 오뚜기식품이 품질을 보증.

현미의 영양과 백미의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쌀을 씻을 필요가 없어 간편하고 환경친화적

가바(GABA)란?

1952년 미국의 생화학자 Eugene Roberts가 발견한 

천연 아미노산 성분으로 사람의 두뇌에 존재하는 신

경전달 물질

1포 (5Kg)     $32          특가 $28

오뚜기 가바 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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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대봉감 곶감으로 감식초를 이

용해 만든 유산균이 함유된 유산균 특허 곶감 말랭

이입니다.

전통적 방식으로 건조해 어떤 화학품도 사용하지 않

았습니다.

곶감의 비타민C는 사과보다 10배가 많으며 비타민 

A, 비타민 D가 풍부한 영양간식입니다.

여주의 씨앗과 열매에는 인슐린과 
카라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먹는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며 당뇨에 효과적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황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의 
유독물질을 제거하여 피로회복 및 
심혈관질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엄선된 농산물과 특작물만을 

원료로 진심을 담아 만든 

신토불이 제품을 생산합니다. 

영농법인 가고파 힐링푸드 사옥과 

윤금정 대표.

1포 (500g)        $20        특가 $15

1 Box (130ml x 30포)   $69.99          특가 $60

주문 및 문의: 213) 503-6196   제시카

시골아재 대봉 감말랭이

의령 동곡 여주 즙
DongGok Bitter Melon Extract Juice

경남 의령 특산품

고향의 맛 경상남도 특산품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여상규 소장과 주정수 경남브라보마켓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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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이 넘는 세월 우리 식탁을 지켜온 국수

한국과 미국산 재료만으로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자연건조 생산된 다양한 국수
각 $5 / PK (1lbs : 3인분)

고구마 국수 / 도토리 국수 / 메밀 국수 / 보리 국수 / 비트 국수

귀리 칼국수 / 쑥 국수 / 알로에 국수 / 호박 국수 / 케일 국수 / 통밀 칼국수

구입금액 합계 $50 이상 주문하시면 LA County 및 Orange County 지역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담당: 제시카 (213-503-6196)

청정지역 제주의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한 밀양한천으로 만들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산 감귤 농축액 30% 함유.

밀양한천은 제주 청정해역의 우뭇가사리를 배산임수의 최적지 밀
양에서 자연 동결, 건조한 제품입니다.

청정지역 제주의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한 밀양한천으로 만들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산 녹차분말 0.5% 함유.

청정지역 제주의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한 밀양한천으로 만들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깨 12% 함유

청정지역 제주의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한 밀양한천으로 만들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팥 10.05% 함유

1 Box (20g x 20포)      $15         특가 $10      

1 Box (20g x 20포)       $15       특가  $10   

1 Box (20g x 20포)       $15       특가 $10 

1 Box (20g x 20포)       $15       특가 $10 

문의 및 주문: 213) 503-6196  제시카

 경남 밀양특산품

제주 감귤 양갱 Jeju Green Tea Yukon

제주 녹차 양갱 Jeju Green Tea Yukon

검은깨 양갱 Black Sesame Seed Yukon

팥 양갱 Red Bean Yu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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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이 물려주신 최고식품, 우리 고유의 맛 
피부 ‘자생력’ 

회복 돕는 

스킨케어 브랜드

‘시자르’(Cizar)

마늘 고추장 / 보리대추 고추장 / 찹쌀 고추장 / 보리대추 된장
- 충북 음성 고추가루 사용 -

엄선된 재료로 팜데일 할머니가 정성껏 빚은 재래식 된장, 고추장
$15 /BTL (32 Oz) / $25 /BTL (64 Oz)

청국장 $6 /(16 Oz)

구입금액 합계 $50 이상 주문하시면 LA County 및 Orange County 지역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담당: 제시카 (213-503-6196)

한국 코오롱 그룹 산하 헬스케어 주력사인 ‘코오롱웰케어’가 출시한 시자르는 외부 유해 환경으로 인해 민감해지고 손상된 피부에 휴식을 주어 스스로 
자생력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생명공학 기술의 결정체’라는 극찬을 받고있는 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 입니다.원료명이기도 한 ‘시자르’는 피부보습과 
각질 세포대사에 관여해 탄탄한 피부 결을 만들어주는 아르기닌(Arginine)과 항염, 항균 작용이 뛰어나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켜주고 피부면역을 높
여주는 아연(Zinc Oxide),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는 구연산(Citric Acid)의 복합 리페어 성분으로 가톨릭대 의과대학 메디컬 연구진의 
10여 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화독을 제거하고 피부재생을 통해 화상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화상특허(제10-1168981
호)와 팽창선조라고 불리는 튼살 예방과 치료효과가 있는 튼살특허(제 10-0656807호)를 한국 특허청에서 각각 받았습니다. 아르기닌과 아연, 구연
산의 복합물질로 만들어진 시자르는 보습, 진정, 항염, 항균과 손상된 피부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며 태어날 때부터 우리 피부 내에 존재하는 자연 성분
과 유사해 자극이 없습니다. 또한 시자르 스킨케어에는 흉터 예방과 상처 치유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식물인 ‘병풀’의 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피부 회복을 더욱 빠르게 합니다.

CIZAR
Aqua Sunblock 
UV Protection
SPF50+ PA+++

CIZAR Anti Aging 
Skin Care Set,
Calming Toner, Serum & 
Cream

$179.99

4종Set $215 

CIZAR 
First Calming
Facial Cream 
(1.69fl oz.)

CIZAR 
First Calming Serum
(1.01fl oz.)

Purenskin 
Pure C
Brightening 
Mask (5 pack)

$34.99

CIZAR First Calming 
Toner
(4.05 fl oz.)

$49.99
$44.99

$59.99 $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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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및 문의: 제시카 213) 503-6196

지친 눈을 지켜주세요.

길이: 73x34mm / 중량: 10.3g / 좌우 1세트 (2개입)

인체의 무해한 소재를 사용하여 발 뒤꿈치 형상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모든 문제성 발, 뒤꿈치 각질제거, 각화증, 수분부족, 굳은 살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착용하고 취침이 가능하며 단 하루 착용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가 $12      정가     $15 

네오메드 힐 가드 Neomed Heel Guard (JC-7004)

인체수술 후 또는 염증이 있는 분들의 돌출된 뼈 부분에 피부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주는 피부 보호대 
제품입니다.걸을 때 마다 쿠션을 제공하여 무게중심, 충격완화, 이동할때마다 발바닥 피부를 보호하여 줍니다.

착용했을때 가려움, 이질감, 거부감, 불쾌감이 없으며 언제나 지속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특가 $35      정가     $50 

네오 발미소 좌우 2set 

피톤치드 함침 팩으로부터 발산되는 피톤치드 향에 의
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시켜 숙면을 
취함은 물론, 심폐기능 강화 및 살균작용 등의 효과를 꾀
할 수 있는 것을 특징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과 병균으
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자연 항균 물질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심폐기
능 강화, 살균작용의 효과가 있으며 아토피를 유발하는 
집먼지 진드기의 번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공기를 정화시켜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숲
속에서 삼림욕을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가 $10정가     $12

네오메드 수면안대  

네오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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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구독료  개인 정회원  $100    
단체회원  60 부   $500     
단체회원 120 부  $800 

신청인 성명  전화   
단체명      
신청유형          본인구독  
          다른 분에게 선물  
우송 주소   
E-Mail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개인 정회원           $100
단체회원 30부      $300
단체회원 60부      $500
단체회원 120부    $800

백세시대의 길잡이
1백만 시니어 세대를 위한 종합 월간지 

코러스클럽을 집에서 받아보세요.

그리고 소중한 친구에게 선물하세요.

노인회, 교회등을 위한 단체구독 안내

코러스클럽 

1년정기 구독료

$100
(배송비 포함)

Payable To : Korus Silver Club

680 Wilshire PL, Suite 310, Los Angeles, CA 90005
TEL: 818-517-2686 Email: korussilver@gmail.com
문의: (213) 842-7079

구독신청서와 Check (Pay to Korus Club)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협찬 문의

코러스클럽은 미주 1백만 실버세대가 보시는 품격있는 월간지 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좋은 상품을 광고해 주세요. 

코러스클럽은 광고주 여러분의 상품과 업소를 전국에 알릴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제휴업체 등록

자녀 방문이나 사업상 출장 등으로 여행하시는 어르신들을 따뜻히 맞아주실 제휴업체를모집합니다. 

코러스실버클럽 회원 어르신들에게 할인 혜택을 드릴 식당, 호텔,스파,마트등 제휴업소로 등록해 주세요.

기사 제보 및 각종 행사 안내

살고계신 지역 소식이나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지식을 제보해 주세요. 

각종 단체 행사를 코러스클럽을 통해 안내해 주세요.

광고 및 제휴 안내

코러스클럽 지부를 운영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지역에 시니어 전문 월간지를 보급하실 분들은 본사나 지국에 연락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 본사

Jay Lim 213-842-7079
Jylim66@gmail.com

OC/LA동부 지국

Soo Jo   213-435-3090
Biz9678@gmail.com

Laura Han 760-780-5990
Mhdd142@hotmail.com

3700 Wilshire Blvd, Suite 55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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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수입

판매원

3680 Wilshire Blvd, Suite 104

Los Angeles, CA 90010

C. 213-272-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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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코러스투어클럽과 함께 하세요

행  복  여  행  !


